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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ize and number of internet data center (IDC) has been growing rapidly as IT demand has 

increased recently. IDC needs 10 times as much energy as regular office buildings, there are 

problems with global warming and increasing carbon emissions. IDC's cooling energy 

consumption to maintain the IT equipment environment accounts for about 35% of total energy 

consumption. Therefore, the use of cooling energy was reviewed through simulation by 

applying the low cooling water temperature system and the free cooling system in this system. 

Based on this, cooling performance was analyzed using MLC (Mechanical Load Component) 

indicators. As a result of the simulation, energy consumption in low cooling water temperatures 

decreased by 8% compared to normal water-cooling systems, while WSE (Water Side 

Economizer) and ASE (Air Side Economizer) decreased by 26% and 32%, respectively. Since 

the MLC of conventional water-cooled system was 0.13 which is lower than Incheon's 

maximum allowable value of 0.18. As a result of the MLC analysis, it was determined that the 

cooling system was properly designed. The cooling energy usage showed a significant reduction 

rate in the order of low cooling water temperature, WSE, and ASE, and the ASE was the most 

efficient operation with 26.3%.

주요어 : 데이터센터, MLC, 프리쿨링, 저온냉각수, 연간에너지

Keywords: IDC, MLC, Free cooling, Low cooling water temperature, Annual energy

서 론

모바일 기기의 보급 확대와 개인의 인터넷 사용 증가로 인하여 IT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

으며, 이로 인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하여 데이터센터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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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데이터센터의 수는 매년 4%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Andres et al., 2020), 

규모와 수의 증가는 향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데이터센터의 IT 장비는 365일 24시간 운

전되고 연중 거의 최대부하가 발생하며, 습기와 온도에 민감한 장비의 특성에 의하여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내부의 온열환경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냉방시스템의 

에너지 사용량 역시 증가하여 건물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약 35% 달하고 있어, 데이터센터의 

냉방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Park et al., 2009).

Yeon et al. (2016)은 데이터센터의 Water-side economizer(외기냉수냉방, 이하 WSE)시

스템 적용에 따른 에너지 절감량과 비용을 분석하였다. 에너지 절감량 산출을 위해 WSE의 

사용 유무에 따른 터보냉동기의 전력사용량 차이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WSE 적용으로 

인하여 기존안 대비 8%의 에너지 절감을 확인하였다. Park and Seo (2014)은 Air-side 

economizer (외기냉방, 이하 ASE)의 적용에 따른 에너지 성능개선 효과 및 경제성을 분석하

였다. ASE 적용 시 초기 투자 비용은 17% 증가하나, 기존 시스템 대비 48%의 에너지 저감효

과로 2년 안에 손익분기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o et al. (2010)는 ASE와 WSE를 

비교하였으며, ASE의 에너지 사용량은 WSE 대비 약 31%의 개선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

다. 그러나, 동파문제를 고려하여 개방형 냉각탑에 비해 성능이 저하되는 밀폐형 냉각탑을 사

용하였으며, Free Cooling 시스템의 부분운전에 대한 검토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데이터센터는 IT 용량 및 기기 특성에 따라 냉방에너지의 수요가 상이해지므로, 건물 

및 IT장비의 규모에 따른 냉방시스템의 성능을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ASHRAE는 데이터센터의 냉방에너지 성능지표로 MLC (Mechanical Load Component)를 

제안하고 있다. MLC는 전산 장비의 수준에 따른 냉방시스템의 적합성 판단이 가능하며 규모

에 상관없이 냉방시스템의 성능 비교가 가능한 특성을 지닌다. Kim (2018)은 MLC 관련 설

계 인자를 분석하고, 후속 연구에서 CRAH (Computer Room Air Handler)에 ASE를 적용하

여 운전조건에 따른 에너지 절감 성능과 MLC 값을 도출하였다(Kim et al., 2019). 

Ryu et al. (2007)는 냉동기의 냉각수 입구 온도를 20℃에서 12℃로 저하시켜 운전할 시, 

COP가 약 0.8이상 상승하고 저온 냉각수 운전을 지속하는 동안에도 기기가 안정적으로 운전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Ha et al. (2020)는 ASHRAE에서 제안하는 냉각수 하한 온도 및 

운전 가능 시간을 국내 기후에 적용하여 검토하였다. 그 결과 냉방기 운전의 약 55~94%에 해

당하는 시간 동안 21~27℃의 냉각수 제조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온냉각수 이용 시, 냉

방에너지 절감이 가능하지만 Ryu와 Ha의 연구에서는 저온냉각수 적용에 따른 냉방에너지 

절감량에 대한 정량적 검토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센터의 냉방에너지 절감을 위해 해당 건물에 널리 적용되고 있

는 Free Cooling 시스템 중, WSE 및 ASE의 성능 확인과 더불어 저온냉각수에 의한 효용을 동

시에 비교하고, 상기의 에너지 절감 요소 기술에 따른 MLC 지표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범위 및 방법

2017년에 준공된 수도권의 데이터센터를 참조하여 건물과 IT장비를 모델링하고 저온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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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ASE 및 WSE의 운전을 모사하기 위해 Energy Plus 엔진 기반의 동적 시뮬레이션 프로그

램인 DesignBuilder를 이용하였다. 대상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표준기상데이터를 사용하였

고, 냉방 운전의 에너지 사용량을 검토하므로 난방운전은 시뮬레이션 모델에서 제외하였다. 

계산을 통해 냉각탑, 냉동기, 펌프 및 CRAH의 에너지 사용량을 산출, 파악하였으며 MLC 지

표 분석은 ASHRAE의 Annualized MLC를 이용하였다.

이론적 고찰

Free Cooling

Free Cooling은 낮은 온도의 외기를 이용하여 냉동기 사용량을 줄이거나 운전을 하지 않고 

실내를 냉각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이 중, WSE는 외기의 습구온도가 일정 온도 이하로 유지

되는 기간에 냉각탑과 열교환기를 이용하여 냉수의 온도를 저하시키며, ASE는 저온의 외기

를 직접 실내에 도입하여 냉각하는 방식이다. Figure 1은 ASHRAE에서 제안하는 데이터센

터의 실내환경 조건이며 건구온도는 18~27℃, 상대습도는 20~80%를 권장하고 있다

(ASHRAE, 2019b). 

Figure 1. Indoor environment conditions of the data center proposed by ASHRAE

MLC

MLC는 데이터센터의 냉방시스템 성능지표로 IT 장비에 투입되는 에너지 사용량과 장비

의 운영에 필요한 냉방에너지의 비를 의미하며, 냉방시스템의 적합성 판단과 시스템 간의 성

능 비교가 가능하다. MLC 값이 최대 허용값 이하이면 냉방시스템의 성능이 적합하게 설계되

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ASHRAE Standard 90.4에서는 기후존에 따라 설계(Designed) 및 연

간 운전(Annualized)에 따른 값을 각각 제시하고 있어, 계획 단계에서 냉방시스템 선정의 타

당성을 확인하고, 준공 이후 운전의 적합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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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건물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연간 운전의 값인 Annualized MLC만을 검토하는 것으로 하

였다. 식 (1)은 Annualized MLC 환산 식을 나타낸 것이다.








  




(1)

여기서, 은 냉방과 가습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말하며, 는 펌프에너지, 

와 는 각각 냉각탑과 AHU에 사용되는 에너지, 는 IT 장비의 에너지

를 의미한다. 한편, Table 1은 ASHRAE Standard 90.4에서 제시하는 기후존 및 IT 장비의 용

량에 따른 MLC 최대 허용값을 나타낸 것이다.

Table 1. Maximum allowable value for MLC according to the climate zone suggested by 

ASHRAE 90.4 (ASHRAE, 2019a)

Climate zones
HVAC Maximum annualized MLC for data center

ITE design power > 300 kW ITE design power ≤ 300 kW

0A 0.25 0.31

0B 0.28 0.34

1A 0.26 0.31

1B 0.27 0.32

2A 0.23 0.29

3A 0.21 0.27

4A 0.18 0.26

5A 0.16 0.25

6A 0.16 0.24

2B 0.17 0.27

3B 0.17 0.26

4B 0.14 0.24

5B 0.14 0.23

6B 0.14 0.24

3C 0.14 0.23

4C 0.14 0.23

5C 0.14 0.23

7 0.14 0.23

8 0.13 0.22

저온냉각수

데이터센터에서 냉동기는 냉방시스템 전체의 에너지 사용량 중 약 37%를 차지하고 있어, 

냉동기의 효율 개선은 에너지 절감에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Park et al., 2009). 냉각탑의 

원리는 응축기에서 발생한 응축 잠열을 고온의 냉각수에 흡수시켜 증발냉각하여 방열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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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냉각된 냉각수를 냉동기에 공급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냉각수는 외기 습구온도보다 2~

3℃ 낮은 온도까지 생산 가능하므로 중간기 및 동계에는 10℃ 이하의 냉각수를 생산할 수 있

으나, 지나치게 낮은 온도는 응축 압력을 과도하게 감소시켜 냉동사이클이 파괴될 수 있으므

로, 냉각수의 온도 범위를 냉동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하주완 외, 

2020). ASHRAE에서는 냉각수 하한 온도 범위를 기후에 따라 18.3~26.7℃로 정하고 있지

만, 국내의 기준은 [KS B 6364:2014]에 따라 냉각탑의 출구 온도를 32℃로 정하고 있다(하주

완 외, 2020). Figure 2는 냉각탑의 출구 온도 저하에 따른 몰리에르 선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

이다. 그림과 같이 냉각수 온도가 낮아지면 압축기에 투입되는 에너지가 감소하나, 냉방능력

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냉동기의 효율이 높아진다. 

Figure 2. Moliere diagram with cooling water temperature drop

연구 내용

건물 및 시뮬레이션 개요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 모델 작성을 위해 인천(Climate Zone : 4A)에 위치한 H사의 데이터

센터를 참조하였다. Table 1의 인천 지역 기후존인 4A는 CDD(냉방도일) 10℃ 값이 3,500 미

만이며, HDD(난방도일) 18℃ 값이 2,000~3,000의 조건이다. 건물 규모는 지상 9개층, 연면

적 32,379 m² 이며 1~3층은 기계실, 4~9층은 전산실로 구성되어있다. 기준층 면적은 3,597.6 

m²이고 서버실, 항온항습실 및 기계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간단위 공조방식이 적용되었다. 

대상 건물의 개요는 Table 2와 같다. 공조면적은 21,585 m² 로 전체면적의 약 67%를 차지하

고, 전산실을 위주로 365일 24시간 동안 냉방 운전된다. 실내 발열부하량은 1601 W/m²이며, 

실내의 온습도 조건은 ASHRAE 기준에 따라 건구온도 26℃, 상대습도 60%로 설정하였다. 

Table 3는 냉방시스템 설계조건을 나타낸 것이다. CRAH는 변풍량 방식, 냉동기는 인버터 

방식을 선정하였다. ANSI/ASHRAE Standard 127의 기준에 따라 냉동기의 수요측 입출구 

온도는 각각 10℃, 16.7℃, 냉각탑의 입출구 온도는 각각 28.3℃, 35℃이며, 온도차는 6.7 K으

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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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Building model overview

Categories Descriptions

Building outlines

Weather location (Climate zone) Incheon, South Korea (4A)

Use/size IDC/32,379 m² (9F)

HVAC space area/ratio 21,585 m²/67%

Operation schedule 24 h/7 days

Cooling set conditions (DB/RH) 26℃/60%

Thermal performance Outer wall/roof (W/m²·K) 0.24/0.15

IT equipment power density (W/m²) 1601

CRAH supply temperature 18.1℃

Table 3. HVAC system simulation overview

Categories Descriptions

Cooling system Central chilled water system

CRAH (EA:6) VAV

Turbo chiller (EA:6)

Capacity (kW) / COP 10972.8 / 4.6

Chilled water
Inlet / outlet temp. (℃) 16.7 / 10

Water flow rate (m3/s) 0.3

Cooling tower (EA:6)

Capacity (kW) 14224.4

Condenser 
water

Inlet / outlet temp. (℃) 35/28.3

Water flow rate (m3/s) 0.553

Fan
(INV)

Fan power (kW) 187.1

Air flow (m3/s) 496.6

Condenser water pump 
(INV, EA:6)

Power (kW) 280.7

운전 조건

Table 4는 각 시스템의 운전조건을 나타낸 것이다. 일반 운전의 냉각수 제조 온도를 28.3℃

로(ASHRAE, 2012), 저온냉각수 운전 시에는 15℃로 설정하였다. 냉동기 제조사의 카탈로

그에서 제시하는 냉각수 하한 온도는 12℃이나(LG Electronics, 2019), 여유율을 반영하여 3 

K 높은 값으로 하였다. 

WSE는 일반적으로 28.3℃의 냉각수를 사용하고, Free cooling 운전 시에는 냉각탑의 냉

각수와 냉동기의 냉수 열교환기를 통해 저온의 냉수를 생산한다. WSE 운전은 외기의 습구온

도를 기준으로 제어되며 습구온도가 3℃ 이하일 경우, 냉각수와 냉수의 열교환만으로 2차측

에 송수되는 냉수를 제조한다. 또한 3℃보다 높을 경우에는 Free cooling과 냉동기를 동시에 

이용하여 실의 부하를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다. 추가로, 건구온도 3℃ 이하에서는 동파방지

를 위해 냉각수의 리히팅 운전이 실시된다. 

ASE는 엔탈피 조건으로 제어하며, 외기의 엔탈피가 34.3 kJ/kg 이하일 경우 외기만을 도

입하여 실을 냉각하였다. 외기의 엔탈피가 34.3 kJ/kg보다 크면서 리턴 공기의 엔탈피 이하일 

경우, 부분적으로 외기를 도입하여 냉동기와 혼합운전을 하며, 리턴 공기의 엔탈피보다 큰 경

우에는 ASE 운전은 정지하는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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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oling operation condition for each system

Conventional Low cooling water temp. WSE ASE

Cooling water temp. 28.3 15 28.3/10 28.3

Chilled water source Chiller Chiller
Chiller/ Cooing 

tower + HEX
Chiller

Free cooling 100% - - WB < 3℃
Enthalpy < 34.3 

kJ/kg

Free cooling +

chiller operation
- - -

34.3 kJ/kg < 

Enthalpy < RA

Chiller operation 24 hr/7 days 24 hr/7 days WB > 3℃  Enthalpy > RA

(a) WSE (b) ASE

Figure 3. HVAC schematic of free cooling system

Figure 3은 Free Cooling 시스템의 계통도이다. (a)는 WSE의 계통도를 나타낸 것이며, 냉

각수 제조 측에 냉각탑, 냉수 제조 측에 냉동기와 열교환기((a)의 붉은 원)로 구성되어있다. 

WSE 운전조건 시, 냉각탑에서 제조한 냉각수는 열교환기로 공급되고 CRAH에서 돌아온 냉

수와 열교환하여 냉수를 제조한다. 열교환기를 통과하여 제조된 냉수는 냉동기를 거쳐 

CRAH의 냉각 코일로 공급되지만, 냉동기는 작동되지 않는다. WSE 운전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냉각수는 열교환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냉동기로 공급되어 냉수를 제조한다.

(b)는 ASE의 계통도이며, 냉수 제조 시스템은 일반 수랭식 냉방시스템과 동일하다. ASE는 

CRAH에 차이가 있는데((b)의 붉은 원 참조), 외기의 엔탈피가 기준 엔탈피 34.3 kJ/kg보다 낮

을 경우, CRAH의 댐퍼를 열고 리턴공기와 외기를 혼합하여 실에 공급한다. 기준 엔탈피와 리

턴 공기 엔탈피 사이일 경우, 댐퍼를 닫고 외기만을 도입하여 실에 직접 공급하며, 리턴 공기

의 엔탈피보다 높은 경우에는 외기를 도입하지 않고 냉동기를 이용하여 공기를 냉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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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Figure 4는 일반, 저온냉각수, WSE 및 ASE 시스템의 연간 운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시

뮬레이션 결과, (a)의 일반 시스템에서는 냉동기, 냉각탑, CRAH 등의 에너지 사용량의 변화

가 계절과 무관하게 거의 일정한 값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연간 부하량이 거의 동일한 패턴으

로 나타나는 데이터센터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 사료된다. (b)의 저온냉각수 시스템은 기존

의 냉각수 온도 28.3℃보다 13.3 K낮은 냉각수를 제조하기 위해 냉각탑의 Fan 사용량이 증가

하여 중간기와 하계에 냉각탑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낮은 온도의 

냉각수가 공급되는 시기에는 냉동기의 효율이 증가하여 에너지 사용량이 감소하였다. 

(c)의 WSE 운전에서는 중간기 일부와 동계에 낮은 외기온에 의해 냉동기 운전이 정지하는 

구간이 나타났으며, 그 외의 구간에서 냉각탑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보였다. 이는 

WSE 운전 시, 기존의 냉각수보다 더 낮은 온도의 냉각수를 제조해야 하므로, 냉각탑 팬의 에

너지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d)의 ASE 운전에서는 동계 및 중간기 일부에 냉각탑, 냉동기, 냉각수 및 냉수 펌프의 작동

이 정지되는 구간이 발생하였다. 이는 낮은 온도의 외기만으로 실의 부하를 처리할 수 있어, 

상기에 언급된 요소 기기들의 운전이 정지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중간기와 하계 일

부에 외기도입과 냉동기 운전을 병행하는 시간대가 발생하였으며, 해당 기간동안 CRAH의 

에너지 사용량이 감소하였다. 외기가 34.3 kJ/kg(건구온도 약 13℃전후)보다 높으나 급기온

도 18.1℃보다 낮은 온도에서 외기가 도입될 경우, 풍량이 적어도 실의 부하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CRAH에서 인버터 Fan의 회전수를 낮출 수 있으므로, 그 결과 에너지 사용량이 줄어

든 것으로 사료된다. 

(a) Conventional (b) Low cooling water temperature

(c) WSE (d) ASE

Figure 4. Monthly energy consumption of calculated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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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는 각 냉방시스템의 요소 기기별 에너지 사용량을 연간과 동계 및 중간기로 구분

한 것이다. 또한, Table 5는 각 냉방시스템의 요소 기기별 에너지 사용량과 일반시스템 대비 

절감량 및 절감률을 나타낸 것이다. 표 안의 괄호는 절감율로 (-)기호가 표기된 항목은 증가율

을 의미한다. 냉동기의 에너지 사용량은 일반수랭식 시스템 대비 저온냉각수가 19% (15,085 

MWh), WSE 및 ASE가 각각 59% (46,201 MWh), 49% (38,158 MWh)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저온 냉각수의 냉동기 에너지 사용량이 줄어든 것은 낮은 온도의 냉각수에 의한 냉동기 

효율 상승이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 또한, WSE 및 ASE 운전은 동계 및 중간기의 Free Cooling 

운전에 의해 냉동기 운전이 정지하거나 운전시간이 줄어든 것이 그 원인으로 파악된다. 

냉각탑의 Fan 에너지 사용량은 일반 시스템이 626 MWh이며, 저온냉각수와 WSE는 각각 

398% (2,493 MWh), 974% (6,093 MWh)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온의 냉각수를 

만들기 위해 냉각탑의 운전 시간이 늘어나고, 특히 WSE는 냉각수 온도를 10℃까지 확대하

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면, ASE는 100% Free cooling 시간대에 냉동기와 냉각탑이 동시

에 정지되므로 절감량이 36% (225 MWh)로 나타났다. 

CRAH의 에너지 사용량은 일반 시스템, 저온 냉각수, WSE가 동일한 값으로 나타났으나, 

ASE는 앞서 언급하였듯 중간기 및 하계 일부 기간에 34.3 kJ/kg(약 13℃)~18.1℃의 저온의 

외기로 인한 CRAH Fan 사용량 감소로 3% (1,663 MWh)의 에너지가 절감었다.

냉각수 펌프는 일반 시스템과 저온 냉각수의 사용량이 거의 동일하였으나 WSE는 동계기

간에 Free cooling 운전과 냉동기 정지로 인해 약 9% (1,134 MWh) 절감되었으며, ASE 또한 

Free cooling에 의한 냉동기 및 냉각탑 운전 정지의 효과로 인해 사용량이 50% (6,480 MWh)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냉수 펌프는 일반 시스템과 저온 냉각수의 사용량이 일치하며 

WSE의 경우에는 외기 조건에 따라 냉수 온도가 변화하고, 그 결과 유량이 증가하여 에너지 

사용량이 15% (1,026 MWh)증가하였다. 반면, ASE는 Free cooling에 의한 냉동기 및 냉수 

펌프 운전의 정지로 인해 50% (3,534 MWh) 절감되었다.

Figure 5. Simulation results of low cooling temperature, WSE and ASE ((a) Annual, (b) Heating & 

Mid-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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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nnual energy usage of each case

Conventional Low cooling water temp. WSE ASE

Chiller (MWh) 77,710 62,625 (19) 31,509 (59) 39,552 (49)

Cooling tower (MWh) 626 3,119 (-398) 6,718 (-974) 401 (36)

CRAH (MWh) 58,415 58,415 (0) 58,415 (0) 56,752 (3)

Condenser pump (MWh) 12,865 12,833 (0) 11,731 (9) 6,386 (50)

CHW pump (MWh) 7,016 7,016 (0) 8,042 (-15) 3,482 (50)

Sum (MWh) 156,632 144,007 116,415 106,573

Reduction value (MWh) - 12,625 40,217 50,059

Reduction rate (%) - 8.1 25.7 32.0

MLC 평가 및 분석

상기의 산출값을 바탕으로 Annualized MLC 평가를 진행하였다. 해당 건물의 인천지역기

후대의 MLC 최대 허용값 0.18은 냉방시스템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Table 6

는 검토 시스템의 연간 MLC 값을 나타낸 것이며, 표에서 ITE 장비의 에너지 사용량은 단위 

면적당 기기 발열량에 건물의 연면적과 공조비율 67%를 고려하여 산출한 것이다. 

냉수 및 냉각수 펌프의 사용량은 일반 수랭식, 저온 냉각수 및 WSE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

지 않았으며, 이는 냉동기를 기반으로 하는 실의 부하 제거 운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반

면 ASE의 Pump의 절감량이 가장 큰 것은 다른 시스템과는 달리, 동계 및 중간기에 냉수 및 

냉각수 계통의 운전이 정지하는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 시스템 대비, 저

온 냉각수 시스템의 냉각탑 에너지가 변화한 것은 저온의 냉각수를 제조하기 위해 냉각탑 

Fan의 운전 시간이 증가한 결과, WSE는 냉동기 운전을 하지 않고 냉각수와 냉수의 열교환만

으로 실의 부하를 처리한 결과 사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상기의 식 (1)에 준하여 MLC를 계산한 결과, 일반 수랭식 냉방시스템은 0.13으로 나타나 

해당 기후대의 최대 허용값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온냉각수, WSE 및 ASE의 

연간 MLC는 각각 0.12, 0.11, 0.10로 일반 시스템 대비 각각 4.3%, 14.5%, 26.3%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MLC value comparison

Conventional Low cooling water Temp. WSE ASE

Pump E. (MWh) 19,881 19,848 19,772 9,867

Cooling tower E. (MWh) 625 3,118 6,718 401

CRAH E. (MWh) 58,414 58,414 58,414 56,752

Cooling E. (MWh) 156,632 144,007 116,415 106,573

Sum (MWh) 235,554 225,389 201,321 173,593

ITE E. (MWh) 1,815,212

MLC 0.13 0.12 0.11 0.10

MLC reduction value - 0.01 0.02 0.03

Improvement rate (%) - 4.32 14.53 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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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데이터센터의 냉방에너지 저감방안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하였고, MLC 지표를 이용하여 냉방성능을 검토하였다. 저온냉각수의 경우, 

냉동기의 에너지 사용량이 19% 감소하였지만, 냉각탑의 사용량이 약 4배 증가하여, 일반 운

전 대비 8.1% 에너지 사용량이 줄어들었다. WSE는 냉동기의 절감율이 59%로 가장 크지만, 

일반 시스템에 비해 냉각탑 사용량이 약 10배 증가하여 일반 운전 대비 약 25.7% 절감되었다. 

ASE는 CRAH, 냉동기, 냉각수 및 냉수 펌프의 에너지 사용량이 각각 3%, 49%, 50% 줄어 일

반 시스템의 에너지 사용량 대비 약 32.0% 절감되었다. 

MLC 지표를 이용한 냉방성능 평가에서, 일반 수랭식 시스템도 해당 기후대의 최대 MLC 

허용값을 만족하였지만, 저온 냉각수 및 Free cooling을 적용하면 4.3~26.3%까지 향상 가능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검토한 ASE 운전은 외기를 직접 실내로 도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습

도의 영향과 대기 오염 물질에 의한 ITE 기기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반면, 

WSE는 낮은 온도의 외기를 이용하여 냉수를 만들고 이를 다시 냉방에 이용하는 간접 방식이

므로 시스템 안정성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 향후, 냉방 에너지의 사용량 비교와 더불어 실

제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수준의 모델링으로 검토를 지속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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