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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블레이드 서버 같은 고밀도 IT 장비의 발전으로 인해 랙당 10kW이상의 전력
소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산업 평균 랙당 전력 소모가 2kW 이하인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는 IT 장비 냉각상의 어려운 해결 과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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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인클로져 타입의 랙에 장착되는 IT 장비가 소모하는 전력은 크게 다를 수 있다. 데이터 센터의 인클로져
타입의 랙이 소모하는 평균 전력은 약 1.7kW이지만, 블레이드 서버 같은 고밀도 서버를 랙에 장착할 경우
랙당 최대 20kW 이상의 전력을 발생 시킬 수 있다. 이러한 IT 장비의 전력량은 현재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전산센터의 전력과 냉각 시스템의 용량을 초과하게 된다.

데이터 센터 운용자들은 10kW 이상의 전력을 소모하는 랙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지만, 최근의 추세는 많은
운용자들이 하나의 고밀도 랙 또는 고밀도 지역의 랙에 대해서 전력 및 냉각 장치를 설치 공급할 필요성에 부
딪힐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해결책은 모든 랙에 20kW의 이중화된 전력 및 냉각을 공급할 수 있도록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는 것이다. 불행히도 이런 방법은 거의 모든 경우에 기술적으로 용이하거나 경제적으로

현실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고밀도 환경에 적합한 데이터 센터를 구성할 때 잘못 된 선택은 물리적 인프라
기반 설비의 불필요한 투자 비용이 몇 배 증가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블레이드 서버와 같은 고밀도
장비를 탑재하는 랙을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전략을 개략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다.

먼저 전력 밀도의 개념에 대해서 검토한다. 다음으로 기존의 데이터 센터와 새로운 데이터 센터의 실제 전력
밀도값을 시험한다. 고밀도화를 이루기 위한 현실적인 접근법의 한계와 이점이 함께 제시된다. 마지막으로 고
밀도 전산 배치에 대한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전략이 제시된다.

데이터 센터의 전력 밀도에 대한 분명한 정의
“전력 밀도”라는 용어의 의미가 모호하기 때문에 전력 밀도를 설명할 때 심각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전력
밀도는 일반적으로 평방 피트 당 와트 또는 랙당 와트 단위로 표현된다. 모든 랙이 소모하는 전력이 동일할 경
우에는 이러한 간단한 설명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 센터에서는 랙당 소모하는 전력이 크게 다르
다. 이러한 실제 사례에서는 랙단위로 , 랙이 세워져 있는 열(Row) 단위로 그리고 룸 단위로 측정된 전력 밀도
가 모두 크게 다를 수 있다. 랙 단위, 열 단위, 룸 단위로 측정된 이러한 전력 밀도의 변화는 전력 인프라 지원
시스템의 설계에 상당한 영향을 주며, 냉각 시스템의 설계에 대해서도 보다 큰 영향을 준다.

랙 단위, 열 단위 및 룸 단위 수준에서 측정된 전력 밀도의 차이는 그림 1에 나타나 있다. 그림에서는 일반적인
IT 룸 내에 전력 밀도가 12 kW인 고밀도 랙이 설치되어 있다. 첫 번째의 경우에서는 IT 룸내에 있는 랙의 15%
가 12kW를 소모하며, 나머지 랙들이 1kW를 소모한다. 두 번째의 경우에서는 동일한 비율의 랙들이 12kW의
전력을 소모하지만 하나의 열(Row)에 밀집되어 있다. 이러한 각 경우에서 최대 전력 밀도는 랙 당 12kW로 동
2

2

일하며, 5.2kW/m (480W/ft )로 바꿔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열(Row) 및 룸 전력 밀도는 경우에 따라 크게 다
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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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세 개의 구성에 대한 단위 지역, 열(Row) 및 룸 당 전력 밀도(단위: W)1

선택 #1

선택 #2

선택 #3

최대 랙:

5.2kW/m2
(480W/ft2)

최대 랙:

5.2kW/m2
(480W/ft2)

최대 랙:

5.2kW/m2
(480W/ft2)

최대 열:

1.6kW/m2
(150W/ft2)

최대 열:

3.4kW/m2
(315W/ft2)

최대 열:

5.2kW/m2
(480W/ft2)

실내:

1.2kW/m2
(109W/ft2)

실내:

1.2kW/m2
(109W/ft2)

실내:

5.2kW/m2
(480W/ft2)

1 kW Rack
12 kWracks;
Rackother racks 1kW
12kW
그림 1에 반영된 랙, 열(Row) 및 룸 전력 밀도의 차이는 실제 선택적인 설치 방법들 중의 대표적인 것들이다.
이런 차이점들은 전력 및 냉각 시스템의 인프라 설계에 큰 영향을 준다. 전력 시스템 및 냉각 시스템의 전체
정격은 부하가 소모한 전체 전력양이다. 이 전력양을 통해 UPS 및 전산실 에어컨(CRACS)의 전체 크기를 쉽
게 판단할 수 있다. 변화량 및 전력 밀도의 최고값에 관련된 주요 문제는 데이터 센터 내의 전력과 공기 분배
와 관련이 있다.

밀도에 관한 위의 정의는 필요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랙의 바닥 면적을 포함하여 나머지 면적인 통로와 같
은 공간을 포함해 전체 바닥 면적으로 환산하여 표현된다. 이런 방법은 IT 룸 내에서 전력 밀도를 표현하는 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며, 이 용어는 본 논문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하지만 일무 문헌, 특히
컴퓨터 OEM은 랙의 바닥으로 제한하여 단위 면적 당 와트 단위로 밀도를 표현한다. 장비의 바닥 면적을 기준
으로 하는 그런 밀도 수는 대략 75% 아래로 조정해야 한다.

2

2

1
그림 1의 랙 및 열 밀도는 25ft 에 상당하는 랙 바닥을 사용한다. 공통적으로 사용된 랙 바닥 대응 면적은 2.3-2.8m (252
30 ft )으로 다양하다. 전력 밀도에 표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PC 백서 #120, “데이터 센터 전력 밀도의 규격에 대한
지침”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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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데이터 센터의 실제 전력 밀도 용량
APC 및 기타 조직들은 데이터 센터의 설계자 및 운용자들에 대한 조사를 수행해 현재의 운영 전력 밀도 및 새
로운 데이터 센터와 기존의 데이터 센터, 대규모 네트워크 룸의 설계상 한계에 대해서 판단했다. 표 1의 데이
터는 기업 고객, 서비스 담당 인력 및 컨설팅 엔지니어를 포함한 다양한 출처에서 수집한 2002-2003 데이터를
요약한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실제 전체 랙 당 전력 밀도값은 버클리의 캘리포니아 대학교가 최근에 실시한
조사에서 발견된 값과 거의 동일하다.2

표 1 – 데이터 센터의 설계 전력 밀도 및 실제 전력 밀도에 관한 조사 자료
데이터 센터간
평균

데이터 센터
90%의 전력
밀도를
초과하는 값

발견된 것
중에서 최대의
예

0.38kW/m2
(35W/ft2)
0.27kW/m2
(25W/ft2)

0.65kW/m2
(60W/ft2)
0.43kW/m2
(40W/ft2)

2.15kW/m2
(200W/ft2)
1.61kW/m2
(150W/ft2)

설계 랙 당 전력 밀도

1.1kW/Rack

1.8kW/Rack

6kW/Rack

실제 인클로저 랙 당 전력 밀도

1.7kW/Rack

2kW/Rack

4kW/Rack

데이터 센터에서 최고 전력 밀도
랙의 실제 평균 전력

2kW/Rack

3kW/Rack

7kW/Rack

데이터 센터의 실제 최고 전력 랙

3kW

6kW

12kW

특징

설계 전력 밀도
실제 운영 전력 밀도

참고: IT 룸에는 DASD 및 메인 프레임 컴퓨터 등과 같은 인클로서 타입의 랙 및 전용 IT 장비 랙 등이 있다. 일반적인
인클로저 타입의 랙보다 큰 장비는 바닥 면적의 크기가 동일한 랙 수로 계산한다.

2

2

2

2

위 자료는 데이터 센터의 전원 밀도를 평균 35W/ft (0.377kW/m ) 로 나타내고 있다. 이는 랙당 30ft (2.79m )
의 면적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랙당 사용 전원이 1.1kW 임을 의미한다. 설계된 랙당 평균적인 전원 용량에 도
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에서 실제 인클로저 랙당 사용하는 전원의 용량은 설계 가능 용량보다 크
다. 그 원인은 데이터 센터의 랙의 전부가 인클로저 타입만으로는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데
이터 센터에서 인클로저 랙당 1.1kW 의 전원을 사용한다면, 데이터 센터의 IT 룸 사이즈를 절반으로 줄이면
인클로저 랙당 2.2kW 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이 자료는 생산 환경에만 해당한다는 점을 참고한다. 어느 정도 높은 평균 및 최대 전력 밀도는 개발 및 시험
환경에서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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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에는 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한 랙 당 전력 소모하는 전력양에 대한 그래프를 보여준다.3 이 그래프에서
는 전력 밀도에 대해 보다 자세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각 막대기나 상자는 막대의 아래에 표시된 최대 kW값
의 범위 안에서 500-W 단위의 전력 소모를 나타내는 랙의 비율이다. 예를 들어 1.5kW 바에는 전력 소모량이
1 kW~1.5 kW인 인클로저 랙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2에서는 500W 이하를 소모하는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의 랙이 포함되어 잇다는 점을 참고한다. 이 랙에
는 저밀도 스위치 및 저밀도 서버가 장착된 패치 패널 및 랙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 랙들 중에는 상당한 정
도의 미사용 개방 수직 공간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그림 2에서는 2kW 이상의 전력을 소모하는 랙의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과 8kW 이상을 소모하는
랙의 수가 극히 적었다는 점을 참고한다.

그림 2 – 가능한 최대의 랙 구성과 관련해 나타나는 실제 랙 전력 소모 그래프
25%

% of Enclosures

함체의 비율

20%

15%

>90%데이터
of
새로운
센터
용량의
new
data
90%
이상
centers
Max
최대
1U
1U
서버

capability
2003
자료data
2003실제
actual
평균 = 1.7kW

server

최대
Max
블레이드
blade
서버
server

Average = 1.7kW

10%

5%

0%
0.5 1.5 2.5 3.5 4.5 5.5 6.5 7.5 8.5 9.5 10.5 11.5 12.5 13.5 14.5 15.5 16.5 17.5 18.5 19.5

랙 전력당
Per Rack
Power
- kW
– kW
기준선의 수는 그림 2의 실제 랙 당 전력 소모값에 덧붙여져 있다.
컨설팅 엔지니어의 조사를 근거로, 첫 번째 쌍의 기준선은 새로운 데이터 센터가 설계된 평균 전력 밀도의
범위를 나타낸다.

Mitchell-Jackson, J.D., Koomey, J.G., Nordman, B., Blazek, M., “데이터 센터 전력 요구 사항:
실리콘 밸리의 측정 결과”, 2001년 5월 16일. 석사 논문 주제, 에너지와 자원 그룹, 캘리포니아
대학교. 캘리포니아 버클리.

2

3

대부분의 데이터 센터에는 랙 당 전력 측정 기구를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료는 표 1의 자료보다 얻기 힘들다. 많은
경우에 자료는 일단의 랙에 대한 실제 전력 자료에 대해서 논의하고 APC가 UPS 크기의 도구에서 사용하기 위해 유지하는
광범위한 벤더간 전력 소모 자료를 사용하는 함체 사이에 전력을 할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해야 했다.

©2006 American Power Conversion.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used, reproduced, photocopied, transmitted, or
stored in any retrieval system of any nature, without the written permission of the copyright owner. www.apc.com
Rev 2006-5

6

다음 2개의 선은 현재 이용 가능한 최고의 밀도 서버 제품들인 1U 서버와 블레이드 서버를 갖춘 인클로저 랙
을 충전해 얻을 수 있는 전력 밀도를 나타낸다. 이 값들은 새로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설계값과 기존 데이터
센터의 실제값을 크게 초과한다. 블레이드 서버가 1U 서버들보다 랙당 전력이 높을 수 있지만, 이런 전력 밀
도에서는 블레이드 서버가 1U 서버의 대략 두 배가 되는 서버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 점은 블레이드 서버의
서버 당 전력 소모량이 재래식 1U 서버보다 약 40%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자료에서는 다음과 같은 관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데이터 센터에 있는 대부분의 인클로저 랙은 데이터 센터에 대한 랙당 설계값 이하의 전력에
서 작동한다.

•

실제로는 고밀도 컴퓨팅 능력을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전원 밀도로 설치하지 않는다.

•

상당수의 현재 또는 예정된 데이터 센터에서는 대중 언론에서 통상적으로 논의되는 전력 밀도
값을 달성할 수 없다.

본 논문을 위해, “고밀도”라는 용어는 3kW 이상의 인클로저 랙을 언급할 것이며, 여기서 3kW란 값은 현재의
데이터 센터의 평균 냉각 용량 범위 중에서 상한값에 해당하는 것이다.

고밀도 랙에 대한 전력 및 냉각 요구 사항
초고밀도 인클로저 랙을 예를들어 보면, 7U 공간을 차지하는 블레이드 서버를 42U의 랙에 장착하고, 블레이
드 하나의 새시당 3kW 를 소모한다고 하면 전체 랙의 전원 밀도는 18kW 가 될 것이다. 이것은 18kW 전원을
소모하는 인클로저 랙에 그 만큼의 전원과 냉각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넴은 일반적으로 굉장
히 중요한 시스템에 사용될 것이며 전원과 냉각 시스템의 이중화가 요구 되어 질 것이다.

전력 요구 사항
전원 관점에서 보면, 6개의 블레이드 서버가 일반적으로 이중화된 전원 공급선(6-wire)을 가지며, 208V 또는
230V 전원을 사용한다고 하면 총 24가닥의 전원선과 각각의 전원선은 20A의 전원 사용량을 가지게 될 것이

다. 이 회로에는 대량의 케이블을 연결해야 하며, 이 작업은 일반적으로 랙의 상부로 전원 케이블을 연결하여
이중마루 하단부의 냉각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특히 서로 가
까운 거리에 많은 인클로저 랙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만약 이중마루 하단부
가 케이블링을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깊이를 가지고 있다면 이중마루 하단부로 케이블링이 가능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이중마루 하단부에 상당히 많은 양의 배선을 해야 하며 더구나 데이터 센터가 작동 중인 경우에
는 그러한 작업이 복잡해지고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 이런 방법들을 적절히 이용하면 초고밀도 랙에 이
중화된 전원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2006 American Power Conversion.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used, reproduced, photocopied, transmitted, or
stored in any retrieval system of any nature, without the written permission of the copyright owner. www.apc.com
Rev 2006-5

7

냉각 요구 사항
초고밀도 인클로저 랙을 냉각하는 것은 전력을 공급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작업이다. 위에서 설명한 블레이
드 서버 시스템은 인클로저 랙의 전면으로 약 2,500cfm(cubic feet per minute)(1,180L/s)의 냉각된 공기의 양
을 받아야 하며 랙의 후면으로 같은 양의 뜨거워진 공기를 불어낸다. (랙의 전면과 후면의 공기의 온도차는 기
본적으로 20°F(11℃)의 차이가 발생) 블레이드와 같은 고밀도 장비는 냉각 시스템에서 이러한 양의 공기를 공
급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관계 없이 이러한 양의 공기를 소모할 것이다. 실내가 인클로저 랙에 이러한 양의 냉
각된 공기를 공급할 수 없는 경우, 인클로저 랙은 자체에서 배출된 뜨거운 공기(또는 인접한 장비의 배기 공
기)가 IT 룸내에 점점더 많아 지게 될 것이며 결국에 뜨거워진 공기를 소모할 것이다. 이는 마지막에 과열이 될
가능성이 많게 된다. 필수적인 냉각 시스템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요소에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가 있
다.

•

인클로저 랙에 2,500cfm(1,180L/s)의 냉각된 공기를 공급한다.

•

인클로저 랙에서 배출되는 2,500cfm(1,180L/s)의 뜨거운 공기를 제거한다.

•

뜨거운 배기 공기가 IT 장비로 리서큘레이션(Recirculation) 되는 현상을 방지한다.

•

중복된 형태로 아무런 장애가 없이 이런 기능들을 모두 제공한다.

이들 각 기능은 달성하기 아주 어렵다. 이런 각 기능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다룰 것이다.

인클로저 랙에 2,500cfm(1,180L/s)의 찬 공기를 공급한다.
일반적으로 이중마루를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는 각 인클로저 랙의 전면에 냉각된 공기가 공급될 수 있는 1개
의 바닥 타일을 제공한다. 평균적인 다공판은 인클로저 랙에 약 300cfm(142L/s)의 찬 공기를 공급할 수 있다.
이 점은 18kW 함체에는 통상적으로 할당될 수 있는 것보다 8배가 많은 8개의 다공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
하다. 통로 폭은 상당히 커야 할 것이며, 랙 사이의 공간도 각 랙당 8개의 다공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상당이
넓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은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림 3은 이중마루를 이용한 냉각 시스템에서 인클로저 랙 전력밀도에 따라 필요한 냉각된 공기의 양을 그래
프로 나타낸 것이다. 전력 밀도에 따라 공급되어지는 냉각 공기의 양도 상승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지만, 다
공판을 이용한 냉각 공기의 양에서 큰 공기의 흐름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중마루의 냉각 용량은
일반적인 IT 장비보다 블레이드 서버의 경우에 높다는 점을 참고한다. 이 점은 블레이드 서버에는 일반적인 IT
장비와 비교해 동일한 용량에 대해 평균 40% 이하의 기류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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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인클로저 랙의 전력 밀도에 따른 필요한 냉각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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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300cfm(142L/s) 이상의 냉각 공기의 흐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이중마루 설계, CRAC 배치
및 파이프, 도관, 케이블 같은 이중마루 아래의 냉각 공기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에 대한 통제를 포함한 각별
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 500cfm(236L/s) 이상의 냉각 공기의 흐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방형 금속 게이트의
형태로 설계된 특수 바닥 타일의 사용을 필요로 한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의 바닥 타일당 최
대 700cfm(330L/s)를 공급한다. 하지만 이런 다공판 및 냉각 시스템을 사용하면 바닥 아래 압력 경도가 크게
변경되고 주변 지역의 기류에 영향을 준다. 냉각 용량의 통일성 및 예측 가능성은 이런 효과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원하지 않고 예측이 불가능한 냉각 용량 한계가 발생한다.

그런 사실은 대개 이중마루의 깊이를 깊게 함으로써 냉각 용량의 통일성을 포함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APC는 이런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전산유체역학(CFD)을 이용해 일반적 설계에서 이중
마루 깊이를 변경하는 효과를 모의 실험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몇 가지 중요한 결과는 그림 4에
나타나 있다. 이 자료에는 냉각 용량에 이중마루 깊이와 관련된 변화량이 있음을 나타낸다. 예상한 바와 같이,
타일 당 냉각 용량의 변화량은 이중마루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감소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다. 첫째, 이 자료는 기류의 크기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냉각 용량의 변화량은 바닥 설계 기하학을 이용해 통제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기류의 크기
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두 번째의 놀라운 연구 결과는 개방형 게이트 바닥 타일을 사용하면 기류 변화량이 극
단적으로 커진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0.61m(2피트)의 이중마루의 경우 변화량은 표준 타공판에 대해서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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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가 될 수 있지만, 그레이트 타입 타일의 경우에는 약 230%가 될 수 있다. 실제로 그레이트 타입 타일의 경

우에는 일부 경우의 기류가 보존되고 있으며, 타일은 공기를 IT 장비에 공급하는 대신에 아래로 끌어낸다.
이중마루를 사용하는 경우 타공판에 따라 기류가 변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데이터 센터에서 일부 지
역의 기류에 대한 평균 및 공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30%의 개별적인 타공판에 의한 기류 변화량
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몇몇의 랙들은 충분한 냉각 용량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림 4 그레이트 타일의 경우에 나타난 엄청난 변화량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이중마루 깊이
의 증가는 유익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적절한 이중마루 깊이를 설정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크레이트 타입
타일을 사용하는 것이 유익할 수도 있지만, 이런 자료는 그와 같은 타일을 사용하는 것이 데이터 센터의 전반
적인 전력 밀도 용량을 늘리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

그림 4 – 2가지의 다른 타일 유형에 대한 이중 바닥 깊이의 기능으로서의 기류 변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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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플레넘 깊이(피트, 미터)
“극단적인” 냉각 설계를 실행할 경우에도, 그림 3에는 가설의 18kW 인클로저 랙을 냉각하기 위해서는 3~4의

그레이트 타입 타일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 배치도에는 인클로저 랙당 1개
의 바닥 타일만 설치한다. 이런 자료를 그림 4의 기류 변화량 자료와 결합할 경우, 단순히 랙 당 1개의 타공판
이 설치된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 에서는 일정 지역에 배치된 인클로저 랙에 랙 당 약 6kW 이상의 전력밀도를
냉각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클로저 랙에서 2,500cfm(1,180L/s)의 뜨거운 공기를 제거한다.
공기를 냉각 시스템으로 되돌려 보내는 방식은 실내를 통과하는 방법, 리턴덕트를 통과하는 방법 또는 천장
공간을 통과하는 방법의 3가지가 있다. 이상적으로는 장비에서 배출되는 뜨거운 배기 공기를 주변 공기와 혼
합하지 않고 직접 냉각 시스템으로 보내거나 리턴덕트와 같은 장비의 흡입구로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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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장애물이 없이 직접적인 복귀 경로가 있어야 한다. 참고로 2,500cfm(1,180 L/s)를 지름 12”(30 cm)의 덕
트 안에서 운반하려면 시간 당 35마일의 공기 속도(56 km/hr)가 필요하다. 높은 천장을 가지고 큰 리턴덕트를
통한 개방형 천장은 이런 기능을 수행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한 가지 도구이다. 하지만 많은 데이터 센
터는 일반적인 리턴덕트와 천장 공간을 통해 공기를 운반하는 방법에 의존하며, 많은 경우에는 랙보다 얼마
높지 않은 천장으로 공기가 냉각 장치로 리턴 되어진다. 이 경우에는 설계에 기술적인 해결 과제가 발생한다.

특정 인클로저 랙의 리턴되는 공기 양의 가용성은 공급되어지는 공기가 제한되는 것처럼 리턴되는 공기의 양
도 제한되어진다. 공급하는 공기의 측면과 같이, 높이가 일정한 지역 위에서 랙 당 약 400cfm(189L/s) 이상의
리턴 공기 용량을 갖추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이 필요한 성능 및 이중화된 설비들을 갖출수 있도록 전문화
된 설비가 필요하다.

뜨거운 배기 공기가 IT 장비의 공기 흡입구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IT 장비에 공기를 공급하는 최단 경로는 장비자체 배기구에서 나온 공기가 재순환(Recirculation) 되어서 IT 장

비의 공기 흡입구로 오는 것이다. 데이터 센터 설계의 필수적인 부분은 냉각되어진 차가운 공기를 IT 장비에
공급하고 IT 장비를 통과한 뜨거워진 공기가 다시 재순환(Recirculation) 되어서 IT 장비에 인입되거나 차가운
공기와 섞여 IT 룸의 온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냉각장치로 리턴되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빠른 공기의 흐름
으로 인하여 IT 장비를 위한 공기 분배 및 냉각 장치로의 리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기 흐름 시스템의 저항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고밀도 환경의 경우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본 논문의 뒷 부분에서 기술하고
있는 블랭킹 패널은 랙 안에서 뜨거운 공기의 재순환(Recirculation)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인 솔루션이다. 여러
가지 형태의 재순환(Recirculation)은 APC 백서 #49, “데이터 센터 및 네트워크 룸의 냉각 성능을 저하의 원인
이 되는 예방 가능한 실수”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이중화되고 끊어짐 없는 기능들을 모두 제공한다.
가용성이 높은 데이터 센터에서는 항온항습기(CRAC, Computer Room Air Condition) 장치가 장애에 의해서
멈추던 예방정비를 위하여 멈추던 간에 IT 부하는 계속해서 작동해야 한다. 이 점은 개별적인 CRAC 장치의
장애 및 예방정비에 대비하여 이중화된 CRAC 장치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데이터 센
터 설계에서는 다수의 CRAC 장치의 설치를 통하여 이중마루 또는 상부로 차가운 공기를 공급해주며 IT 장비
를 통과한 뜨거운 공기를 CRAC으로 리턴되게끔 설계되어진다. 이러한 시스템은 임의의 CRAC 장치의 전원
이 꺼졌을 때 공기의 흐름 및 IT 장비를 위한 냉각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중인 인클로서 랙들의 전력 밀도가 증가하게 되면 그 지역의 공기 흐름이 증가
하여 최초 설계 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가정이 무너진다. 개별 CRAC 장치의 전원을 끄면 IT 룸내의
국지적인 공기흐름 속도가 급격하게 바뀔 수 있다. 특정 지역의 이중마루 타공판의 공기흐름이 바뀔 수 있으
며, 그로 인해 IT 룸내의 공기를 이중마루 아래로 끌어내릴 수 있다. 고장 상태에서 냉각 시스템을 작동하면 전
력 밀도가 증가할 때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고밀도 설비는 대개 여러 가지 모의 실험 방법
(전산유체역학(CFD))을 이용해 모의 실험을 수행해 냉각 시스템의 이중화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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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밀도 환경에서는 무정전 냉각이란 개념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
템은 무정전 전원 장치(UPS)가 아니라 정전 발생 시 예비 발전기에서 전력을 받는다. 발전기의 시동이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5-20초 동안 냉각 및 공기 공급이 중단되어도 온도가 1°C(1.8°F) 밖에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발전기 시동 지연에 대해서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에서는 용인될 수 있다. 하지만 랙 당 약 18kW의 고
밀도 부하를 설치한 경우에는 발전기의 시동이 지연 되는 동안 용인이 불가한 8-30°C(14-54°F)의 공기 온도가
상승할 것이다. 따라서 고밀도 설비에서는 CRAC 팬과 펌프 및 경우에 따라서는 CRAC장치 자체를 계속해서
작동해 무정전 냉각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UPS에 냉각 시스템을 설치해야 하는 필요성은
비용 상승의 주요한 원인이며, 고밀도 컴퓨터 개발을 가로막는 주요한 장벽이다.

고밀도 함체 및 블레이드 서버의 배치를 위한
5가지 전략
고밀도 인클로저 랙 및 블레이드 서버를 배치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에는 다음과 같이 5가지가 있다.

•

부하 분산배치. 최대 인클로저 랙 전력밀도를 포함한 평균적인 인클로저 랙 전원밀도가 IT 룸
내에 설계된 전원 및 냉각 공급 용량보다 작아야 하며, 고밀도 IT 장비들은 여러대의 랙에 적절
히 분산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

냉각 용량의 분배. 최대 인클로저 랙 전력밀도를 포함한 평균적인 인클로저 랙 전원밀도가 IT
룸내에 설계된 전원 및 냉각 용량보다 작아야 하며, 주변의 낮은 전원 밀도를 가진 랙에서 남는
냉각 용량을 고밀도 랙에 추가하여 공급 할 수 있도록 한다.

•

추가 냉각. 최대 인클로저 랙 전력밀도를 포함한 평균적인 인클로저 랙 전원밀도가 IT 룸내에
설계된 전원 및 냉각 용량보다 작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냉각 장비를 이용해 설계 평균값
보다 높은 밀도의 랙을 냉각한다.

•

고밀도 지역 설정. 최대 인클로저 랙 전력밀도를 포함한 평균적인 인클로저 랙 전원밀도가 IT
룸내에 설계된 전원 및 냉각용량보다 작아야 하며, 냉각 용량이 높은 실내에 특정 제한 구역을
제공하고 고밀도 랙의 위치를 해당 구역으로 제한한다.

•

실내 전체 냉각. IT 전체의 룸에 설치되어진 인클로저 랙 중에 피크치 전력밀도를 가진 랙 이상
의 냉각 용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접근법의 장단점에 대해 차례로 논의할 것이다.

방법 1: 부하 분산배치.
최대 인클로저 랙 전력밀도를 포함한 평균적인 인클로저 랙 전원 밀도가 IT 룸 내에 설계된 전원 및 냉각 공급
용량보다 작아야 하며, 고밀도 IT 장비들은 여러대의 랙에 적절히 분산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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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은 고밀도 IT 장비를 오늘날의 데이터 센터에 통합하기 위한 가장 널리 알려진 솔루션이다. 다행스럽
게도 1U 서버 및 블레이드 서버는 동일한 랙에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 복수의 랙에 걸쳐 넓게 배치할 수 있다.
장비를 랙 사이에서 분리하면 랙이 설계 전력 밀도를 초과할 필요가 없으며, 그 결과 냉각 성능을 예측할 수
있다.

복수의 랙으로 장비를 넓게 배치하면 랙 안에 사용하지 않은 수직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남게 된다. 이 공간은
APC 백서 #44, “블랭킹 패널을 이용한 랙 냉각 성능 향상”에 기술한 바와 같이 블랭킹 패널로 채워 냉각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실 랙에 맞게 설계된 모듈 스냅인 블랭킹 패널의 예는 그림 5에 나타나
있다.

그림 5 – 공기의 재순환(Recirculation)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에서 대량
배치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모듈 스냅 인 블랭킹 패널의 예(APC # AR8136BLK)

스냅인 기능

냉각 이외의 다른 요인으로 인해 고밀도 장비를 복수의 랙에 넓게 배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
다. 랙에 필요한 수의 전력 또는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이 가능성이 없거나 비현실적일 수 있으며, 1U 서버의
경우에는 함체의 후면에 있는 대량의 배선이 공기의 흐름을 상당히 차단하거나 후면 문의 폐쇄를 막기도 한
다.

방법 2: 냉각 용량의 분배.
최대 인클로저 랙 전력밀도를 포함한 평균적인 인클로저 랙 밀도가 IT 룸내에 설계된 전원 및 냉각 용량보다
작아야 하며, 주변의 낮은 전원 밀도를 가진 랙에서 남는 냉각용량을 고밀도 랙에 추가하여 공급할 수 있다.
대개는 이러한 술루션이 자주 실행되지만 문서로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러한 접근법은 일부 랙
의 전력 소모가 평균 설계값보다 작다는 사실을 이용한다. 평균 설계값 보다 낮은 인클로적 랙들에게 공급되
고 리턴되는 냉기들의 남은 양들은 같은 지역의 다른 인클로저 랙들에게 공급될 수 있다. “고밀도 랙을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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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곳에 배치하지 않는다”는 간단한 규정이 약간의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보다 정교한 규정을 적절하게
제정해서 평균 설계값의 2배 이상으로 냉각하면서 신뢰성 있고 예측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들
은 랙 단위의 전력 소모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검증된 정책 및 적합성을 통해 수립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
은 APC Corp에서 제작한 ISX Manager 같은 관리 시스템을 통해 자동화할 수 있다. 이런 기능의 자동화는 전
력 소모량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새로운 IT 장비가 도입됨에 따라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그림 6에는 이러한 방법에 따라 실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규정의 예가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은 새로운
장비 배치에 적용되어 냉각 시스템 용량의 범위 안에서 장비를 배치할 수 있다는 점을 확립할 것이다. 이러한
규정아래에서는 근접한 랙들에게서 사용되어지지 않는 냉각 용량을 필요한 랙에 냉각된 공기를 공급해 줄 수
있으며, 이러한 기능을 통해 인접한 랙이 필요하지 않는 냉각용량을 이용하여 최대 인클로저 랙의 전력밀도가
평균 IT 전력 밀도의 3배까지 냉각 용량을 공급 받을 수 있다. 가용 냉각 용량을 전부 이용하지 못하는 인접한
랙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방법이 고밀도 랙에 적절한 냉각 공기를 공급해줄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 – 인접한 랙을 통한 고밀도 랙의 냉각 사용에 대한 “냉각 용량 분배”
규정의 예
시작: 새로 제안된 부하
기존 랙의 부하에 새로운
부하의 전력을 더한다.

아니오
NO

아니오
NO

인접한 랙의
전력이 평균
냉각 전력을
초과하는가?

새로운 랙 전력이
평균 냉각 전력을
초과하는가?

예
YES
부하를 분할하거나 다른
위치로 이동한다.
아니오
NO

아니오
NO

예
YES

새로운 랙과
인접한 2개이상의 랙 평균
전력이평균 냉각
전력을 초과하는가?

랙의 배치가
열(Row)의 끝에
있는가?

예
YES

아니오
NO

예
YES
새로운 랙과
인접한 랙의 평균이
평균 냉각 전력을
초과하는가?

예
YES

새로운 부하가
새로운 부하가
배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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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3: 추가 냉각
최대 인클로저 랙 전력 밀도를 포함한 평균적인 인클로저 랙 전원밀도가 IT 룸 내에 설계된 전원 및 냉각
용량보다 작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냉각 장비를 이용해 설계 평균값 보다 높은 밀도의 랙을 냉각한다.
이 솔루션은 일반적으로 사전에 설치 계획을 세워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추가 냉각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실내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획된 경우에는 다양한 기술을 이용해 랙 냉각을 보완 할 수 있다. 여기에
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된다.

•

CRAC에서 랙으로 인입되는 차가운 공기의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차가운 공기 공급을 위한 특

수한(그레이트 타입) 바닥 타일 또는 보조 냉각 팬 설치

•

랙내에 설치된 IT 장비들의 발열로 인해서 발생되는 뜨거운 공기가 CRAC로 보다 잘 리턴할
수 있도록 리턴 덕트 또는 팬 설치

•

IT 장비가 필요로 하는 냉각을 랙의 근접한 곳에서 직접 공급하고 뜨거워진 공기를 리턴 받을

수 있는 랙형 냉각 장치 설치

이 방법들은 APC 백서 #55, “임무에 핵심적인 시설을 위한 랙 공기 분배 아키텍처”에서 논의의 주제이다. 이
방법들은 최근에 비로소 이용이 가능해지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상당 수의 데이터 센터에 배치되어 있지 않
다. 하지만 이 방법들의 유연성은 상당한 수준이며 적절한 계획을 세워 필요할 때 구매해 설치 할 필요가 있
다.

방법 4: 고밀도 지역 설정
최대 인클로저 랙 전력밀도를 포함한 평균적인 인클로저 랙 전원밀도가 IT 룸내에 설계된 전원 및 냉각 용량
보다 작아야 하며, 냉각 용량이 높은 실내에 특정 제한 구역을 제공하고 고밀도 랙의 위치를 해당 구역으로
제한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일부의 고밀도 랙에 대한 사전 지식 및 이러한 랙들을 특정한 지역에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
는 능력을 필요로 하며, 여러 제약 요인들이 있는 상태에서 최적의 공간 효율을 달성할 수 있다. 불행하게도
일부의 고밀도 인클로저 랙에 대한 사전 지식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많은 사용자들은 이러한
옵션을 이용할 수 없다.
고밀도를 위한 특정한 구역을 설정할 경우, 설치 되어지는 고밀도 IT장비에 적합한 예측가능한 전원 및 냉각
용량을 설치 공급할 수 있다. 전력 밀도가 랙 당 10kW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기의 움직임이 예측 불가능 함
으로 인하여 주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냉각 시스템과 랙 사이의 공기의
움직임을 최소화 하여 예측 가능한 공기의 흐름을 만든는 것을 근거로 한다.
한 무리의 고밀도 랙에 대한 모듈러 방식의 고밀도 전력 및 냉각 시스템의 예는 그림 7에 나타나 있는 APC
InfraStruXure HD이다. 이 시스템은 한 무리의 IT 장비가 설치된 랙을 사전에 제작 및 검사를 마친 고밀도 냉

각 장치 및 배전 시스템과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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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 데이터 센터 내의 전용 고밀도 구역을 위한 모듈 전력 및 냉각 시스템의
예 랙 당 20kW, 2-12 IT랙.
차가워진 공기가 IT 룸
내에 공급

랙 배전 시스템
(옵션 UPS)

뜨거운 통로에
설치된 문

뜨거운 공기는
모두 랙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냉각 장치로 리턴

랙 형태의
냉각장치

IT 장비는 랙의
전면부에서
차가운 공기를
흡입

이중마루 및 이중마루가
아닌 곳에서도 설치가능.

그림 7에 나타난 시스템은 IT 랙의 배치를 차가운 통로(Cold Aisle)과 뜨거운 통로(Hot Aisle)로 구분하여 배치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시스템의 주요한 작동 원리는 뜨거운 통로를 차폐하여 IT 장비에서 발생하는 뜨거
운 공기가 랙의 전면으로 재순환(Recirculation)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즉시 랙 기반 냉각장치를 이용해 뜨거운
공기를 모두 포착하는 것이다. 공기의 흐름이 짧아지며 차가운 공기와 섞임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인하여 초
고밀도 냉각이 가능하며,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 시스템의 성능은 (일반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도) IT 룸 내에서도 완전히 독립적으로 설치 될 수 있으며, 이중마루 없이도 설치할 수 있다.
이 방안은 고밀도 IT 장비가 같은 랙들에 배치되어 져서 고밀도 랙을 유지하며 같은 구역내에 설치되어 지는
솔루션에 적합하다. 이용 가능한 다른 솔루션은 고밀도 장비들이 흩어져서 배치 되어야 한다.

방법 5: 실내 전체 냉각
IT 전체의 룸에 설치되어진 랙 중에 피크치 전력 밀도를 가진 랙 이상의 냉각 용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방법은 개념적으로 가장 단순한 방법이다. 하지만 항상 데이터 센터의 랙 당 전력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최악의 경우에 대한 설계가 결과적으로 비경제적이고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절대로 실행할
수 없다. 또한 랙 당 6kW 이상의 랙 전력 밀도 전체를 위해 설계하려면 극히 복잡한 엔지니어링과 분석을
필요로 한다. 이 접근법은 극단적인 상황에 한해 적절한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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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고밀도 랙에 대한 냉각 공급에 관련된 5개 접근법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표 2에 요약되어 있다.

표 2 – 고밀도 인클로저 랙을 위한 5가지 냉각 접근법의 적용
접근법

장점

단점

적용

1 부한 분산 배치

어떤 곳에서도 작업
가능, 계획 수립 불필요

고밀도 장비는 접근 2보다도 더
넓게 배치해야 한다.

고밀도 IT 장비를 여러
랙으로 나눠 최대
부하를 낮춘다

기본적으로 여러 경우에
자유롭다

바닥 공간을 보다 많이
이용한다.

고밀도 장비가 전체
부하 중에서 작은
부분일 경우, 기존의
데이터 센터.

데이터 케이블 연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2 냉각 용량의 분배

새로운 장비가 필요
없다.

설계 전력 밀도가 약 2배로
제한된다

미활용 냉각 용량을
다른 고밀도 장비로
공급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과 함께
평균 냉각 용량을
제공한다.

기본적으로 여러 경우에
자유롭다

바닥 공간을 보다 많이
이용한다.

3 추가 냉각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때에 고밀도 IT 장비
설치 가능

평균 냉각 용량에
더해서 필요한 곳에
추가적인 냉각 용량을
제공한다.

고밀도 장비가 전체
부하 중에서 작은
부분일 경우, 기존의
데이터 센터.

복잡한 규정의 시행을 필요로
한다

추가적인 비용 발생

랙 당 약 10kW이내로 제한
랙 및 실내는 사전에 이러한
접근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고효율

새로운 건축 및
리모델링
복합 환경
고밀도 장비의 위치를
사전에 알지 못한다.

공간 효율이 좋음

4 고밀도 구역
데이터 센터의 안에
특수 고밀도 열(Row)
또는 지역을 만든다.

최대 밀도
최적의 공간 활용도
고밀도 장비를 넓게
배치할 필요가 없다.

사전에 고밀도 구역에 대한
계획을 세우거나 고밀도 구역을
위한 공간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
고밀도 장비를 분리해야 한다.

고효율

5 실내 전체

미래의 모든 시나리오를
다룬다.

모든 랙에 대한 고밀도
냉각 용량을 제공한다.

선택 방법에 따라 최대 4배의
극단적인 자본 및 운용 비용.
비용 인프라를 극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랙 당 밀도 10-25kW
고밀도 장치를 공동
설치하도록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새로운 건축 및
리모델링
드물게 또는
극단적으로 극히
제한적인 공간 안에
고밀도 장비를 갖춘
대기업.

최적화의 가치
앞의 절에서 고밀도 장비 설치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비용, 복잡성 및 신뢰성 등의 장애 요소를 확인했다. 이
러한 장애 요소는 데이터 센터에 고밀도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극복해야 한다. 하지만 산업 거래 출판물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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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측에 따르면, 최적화와 관련한 비용 및 공간 절약의 이점이 있는 만큼 데이터 센터의 최적화는 불가피한
것이며 발생하는 과정에 있다고 있다. 하지만 자료 자체가 이러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그 보다는 자
료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전력 소모가 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원밀도의 증가를 통한 최적화의 증가는 비용
대비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8에는 kW 당 데이터 센터 구역을 IT 장비의 전력 밀도의 기능으로 나타내고 있다. IT 장비의 밀도가
증가하면, 낮은 곡선에서 나타난 것처럼 건물 중에서 이 장비에 소요된 구역이 줄어든다. 하지만 그에 상응해
건물 구역에서 전력 및 냉각 인프라에 소요된 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전력 밀도가 랙 당 약 2.5kW를
통과한 후, 전력 및 냉각 장비에 소요된 구역은 실제로 IT 장비가 있는 구역을 초과했다. 그 결과 간결화가 랙

당 약 4-5kW를 초과했지만 실제로는 전체 면적이 더 줄어들지는 않는다.

구역 (m2/kW[ft2/kW])

그림 8 – 랙 전력 밀도(kW) 당 데이터 센터의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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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결화 밀도: 랙 당 kW
최적화의 근본적인 전제이면서 공표되지는 않았지만 널리 퍼져 있는 믿음은 데이터 센터의 비용은 구역의 영
향을 받는 만큼 최적화를 통해 구역의 면적을 줄이면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내용이다. 그림 9에는 IT 장비의
전력 밀도에 따른 데이터 센터에 대한 평생의 총 소유비용(TCO)이 나타나 있다. IT 장비의 밀도가 증가할 경
우에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결과는 그림의 하부 곡선에 나타난 바와 같이 TCO가 감소할 것이라는 점이
다. 하지만 실제로는 데이터 센터 TCO 비용의 75%는 전력의 영향을 받아 증가하며, IT 구역의 영향을 받아
증가하는 비용은 25%에 불과하다. 또한 와트 당 비용은 앞에서 설명한 요인들로 인한 전력 밀도의 증가와 함
께 증가한다. 그 결과 TCO 비용은 전력 밀도가 증가해도 크게 줄어들지 않지만, 실제로 랙 당 6 kW인 최적의

전력 밀도가 된 후에는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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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 랙 전력 밀도에 따른 데이터 센터 수명 주기의 TCO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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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 : 랙 당 kW
IT 장비의 전력 밀도를 증가시키는 혜택은 작다. 하지만 이전의 절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데이터 센터 구역 및
TCO는 전력 소모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IT 장비의 전력 소모를 줄일 경우에는 상당한 혜택이 있다. 표
3에는 IT 장비의 전력 감소가 데이터 센터 및 TCO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양상이 나타나 있다. 일반

적인 기준 사례와 비교해, 전력 소모 감소는 IT 장비 크기의 비율 감소에 비해 훨씬 큰 혜택이 있다.

표 3 – IT 장비의 크기 및 전력 소모 감소를 통한 데이터 센터 구역 및 TCO 절감

IT 장비 개선
크기 50% 축소
동일한 전력 소모

전력 소모량 50% 감
소
동일한 면적

구역
절감

TCO
절감

14% 4%
26% 35%

분석
전력 및 냉각 시스템에 소요된 구역이 대다수이
기 때문에 구역이 예상된 만큼 절감되지 않는다.
TCO에서 전력 관련 비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TCO가 예상된 만큼 절감되지 않는다.
전력 및 냉각 공간 절감을 통해 넓은 구역이 절감
된다.
TCO는 전력 관련 비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TCO가 크게 절감된다.

참고: 기준선은 랙, 듀얼 프로세서 2U 서버 당 일반적으로 3kW이다.

블레이드 서버는 전력 공급 장치 및 냉각 팬에 대한 섀시 인프라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동등한 수준의 전산
전력의 재래식 서버와 비교할 때 전력 소모를 20-40%까지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절감은 TCO에서 IT 공간 관
련 비용이 아니라 전력 관련 비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한 IT TCO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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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믿음에 비해, 블레이드 서버에 대한 네트워크에 핵심적인 물리적 인프라와 관련된 주요 TCO 혜택
은 공간 소모 축소가 아니라 전력 소모 축소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TCO 혜택을 얻기 위해 블레이드
서버를 고밀도로 설치할 필요는 없다.

최상의 냉각 전략
본 논문에서 제시된 정보를 통해 대부분의 설비에 대해 최적의 일관성 있는 전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전
략은 본 논문에서 이미 설명한 접근법들을 조합한 것이며, 표 4에는 그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

표 4 – 고밀도 IT 장비를 배치할 때 냉각을 최적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전략
전략 요소

목적

1) IT 장비의 전력 단위(와트) 당 기능성에
집중한다.

이 방법은 구역과 TCO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2) 향후에 추가 냉각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한다.

이 방법은 이후 불확실한 미래의 요구 사항에 부딪혔을 때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한 장소와 시기에
추가 냉각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3) 새로운 설계에 대한 기준 전력 밀도를
대부분의 새로운 설계에 대해 현실적인 값인
2
2
0.4–1.1kW/m [40-100W/ft ](2800 W/랙
평균) 사이에서 선택한다.
4) 고밀도의 IT 장비 설치가 가능한 고밀도
구역을 정하고 설비를 갖춘다.
2

2

1.1-4.3kW/m [100-400W/ft ] (랙 당 312kW).

기준 전력 밀도는 지나치게 큰 크기로 인해서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택해야 하여야 한다.
전력 밀도를 1.1kW/m2(100W/ft2) 이하로 유지하면 성능
및 중복 용량을 예측할 수 있다.
고밀도 구역이 필요하다는 것이 사전에 알려지고 부하의
확산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이 방법이 사용되어 질 수
있으며, 이 구역에서는 전문 냉각 장비를 사용하며,
일반적인 이중 바닥 설계를 하지 않는다.

5) 위치 및 인접 부하를 기준으로 랙을 위한
허용 전력을 결정하는 방침 및 규정을
수립한다.

설계 용량에 대한 이해가 전력 모니터링과 결합될 때, 새
로운 장비 설치를 위한 규칙의 실행을 통해 위험 지대를
줄일 수 있으며, 이중화된 냉각 방식을 보장하는 데 도움
이 될 수 있다. 또한 시스템 냉각 효율성을 높이고 전력 소
모를 줄일 수 있다. 보다 정교한 규정 및 모니터링을 통해
보다 높은 전력 밀도를 실행할 수 있다.

6) 필요할 경우 추가 냉각 장치를 설치

필요한 경우와 시기에 추가 냉각 장치를 설치하면 데이터
센터의 지역 냉각 용량을 설계값의 3배까지 늘려 고밀도
장비를 수용할 수 있다.

7) 규정에 따라 설치될 수 없는 장비들을
분할 배치

최저 비용 및 최저 위험 옵션이지만, 고밀도 IT 장비가 많
이 있을 경우에는 상당한 공간이 소모될 수 있다. 넓은 구
역 제약이 없는 많은 사용자들은 이 방법을 주요한 전략으
로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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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최근의 고밀도 IT 장비를 통해 나타난 최대 랙 전력 밀도는 기존 데이터 센터의 평균 랙 전력 밀도의 10배이
다. 상당한 수의 인클로저 랙이 최대 전력 밀도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에서 실제 데이터 센터는 운용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데이터 센터의 방법 및 배치는 공기 전달 및 복귀 시스템의 한계, 장애 발생 시 발전기 전환을 하
는 동안 이중화 및 무정전 냉각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고밀도 장비가 요구하는
냉각을 제공할 수 없다.

소비자들은 데이터 센터 구역 및 총 소요 비용을 줄이는 것이 목적인 경우에는 와트 당 제공되는 기능성을 기
2

2

반으로 IT 장비의 구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런 결론은 0.6kW/m (60W/ft ) 이상에서는 전력이 TCO와 그
설치 면적에 대해서 효과가 크기 때문에 비롯된 결과이다.

고밀도 컴퓨터를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솔루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데이터 센터 전체를 고밀도로 설계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지만, 추가 냉각 시스템(보조 냉각 시스템), 인접한 미
활용 냉각 용량을 필요한 곳에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및 부하를 다수의 랙에 분산하는 방법 등을 이용해 고
밀도 장비를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고밀도 랙의 비율이 일정량 이상일 경우에는 장비를 분산 배치할 수 없으며, 이 고밀도 장비를 일정한 구역에
설계 및 설치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전통적인 이중마루 설계는 그와 같은 시스템에 대해 충분한 용량이
나 예측 가능한 성능을 제공하지 못하며, 전문화된 랙(Rack)/열(Row) 수준의 냉각 시스템이 필요하다.
2

평방 피트 당 300-600와트의 데이터 센터 디자인 밀도(3.2-6.5kW/m )에 대한 여러 저널에서의 논의에도 불구
하고, 이런 밀도를 달성하는 것은 많은 비용 부담 및 이런 밀도로 높은 가용성을 달성하는 어려움 등으로 인해
여전히 비현실적이다. 현재의 높은 가용성, 높은 성능 데이터 센터 설계는 부하 밀도를 이용함으로써 또한 추
가 냉각 장치(보조냉각장치)의 활용을 통해 예상치 않게 발생하는 부하를 설계값의 3배까지 수용할 수 있다.

저자 소개
Neil Rasmussen는 아메리칸 파워 컨버젼(APC)의 설립자 및 최고 기술 담당 이사이다. APC에서 Neil은 세계

최대 규모의 R&D 예산을 메사추세츠, 미주리, 덴마크, 로드 아일랜드, 대만 및 아일랜드의 주요 제품 개발 센
터와 함께 핵심 네트워크를 위한 전력, 냉각 및 랙 인프라에 투자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Neil은 현재 APC에서
모듈 확장 데이터 센터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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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l는 1981년에 APC를 설립하기 전에 MIT에서 Tokamak Fusion reactor에 대한 200MW 전력 공급의 분석

을 연구해 전기공학 학사 및 석사 학위를 받았다. Neil은 1979년부터 1981년까지 MIT 런던 연구소에서 플라
이 휠 에너지 저장 시스템 및 대양 전력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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