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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데이터센터의 전력사용량이 2006년 이 후 매년 약45%씩 급증함에 따라 전력비용 문제
뿐 아니라 탄소배출규제 및 전력공급문제가 국가적 문제로 대두 되었습니다.

전력사용량 절감 및 탄소배출감소 의무 제안배경

년 45% 증가

그린 IDC

집적도 급증

• 국내 IDC의 전력소비량이 매년 45% 이상 증가 추세

• 전력피크시즌에 전력공급 및 과부하로 인한 사고 발생 증가

• 데이터센터의 전력비용급증으로 인한 대외 경쟁력 상실

• 탄소배출규제(교토의정서)에 대한 그린 IDC 전환과제

• PUE(에너지사용효율성)을 현 평균 2.0  1.3 달성과제

• 탄소세 부과 시 IDC의 비용부담 증가

• 프로세서의 집적도 증가에 따른 서버발생열량 급증

• IDC의 비용경쟁력확보를 위한 서버 집적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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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히 늘어가는 컴퓨팅파워를 공급하기 위한 데이터센터의 물리적 확장의 한계를 극복하
기 위한 HPC H/W들의 등장으로 인해 단위면적당 전력소모량(발열량)의 증가는 매우 빠르
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고성능 서버의 증가 제안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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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장비의 성능과 수명은 최적의 온도유지, 미세먼지나 기타입자들의 유입방지 및 공급전
력의 질 등이 중요한 요소이지만 현재의 공조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게 됩니
다. 

장비수명단축 및 장애요인 증가 제안배경

장비의 성능저하 및

수명 단축

사고 및 장애

증가

• 냉방성능의 저하 시 일시적 열화현상에 노출되어 수명단축

• 적정온도 이상일 경우 장비의 성능 저하 발생

• 과부하 시 각종설비의 가동용량초과로 인한 수명단축

• 전력과부하 및 공급 중단사태 발생빈도 증가

• 시스템급증으로 인한 각종설비의 수용 량 한계 도달

• IDC 공급전력량의 한계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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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공조방식비교 오일쿨링시스템 개요

https://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ih08ftqdHLAhUj6aYKHfycCI8QjRwIBw&url=https://www.imeche.org/news/news-article/big-data's-hot-topic&psig=AFQjCNGNV6Us7avAx6PwcLPzQjCBTdjm4w&ust=1458633996298611
https://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ih08ftqdHLAhUj6aYKHfycCI8QjRwIBw&url=https://www.imeche.org/news/news-article/big-data's-hot-topic&psig=AFQjCNGNV6Us7avAx6PwcLPzQjCBTdjm4w&ust=1458633996298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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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노젯랙내부의 서버가 발생시키는 총열량에 따라 열교환펌프모듈과 냉각수 순환펌프의
속도 및 쿨링타워의 용량이 결정되며, 온도변화에 따른 속도는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오일쿨링시스템 구조 오일쿨링시스템 개요

오일순환

열교환펌프모듈

냉각수
순환

냉각수 쿨링타워

Entrance
Server

Ex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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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체인 쿨링오일은 기존의 전자장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 아니라 인체에도 무해하
며, 기존의 공냉식에 비해 열 전달효율이 약 1,000배 이상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냉각비용
을 약80~90%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WHY OIL COOLING? 오일쿨링시스템 개요

비전도성
오일

GREEN 
IDC

약 40% 
비용절감

오일쿨링시스템을 적용한
일본동경공업대학의 슈퍼컴퓨터
TSUBAME-KFC 가
GREEN 500 에서 1위를 차지한 발표 자료

[2013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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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의 환경과 외부여건에 따라 냉매의 종류와 열교환방식에 따라 오일을 랙의 외
부로 순환시키는 경우와 랙 내부에서만 순환되는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적용을 위한 기술요건 오일쿨링시스템 개요

하드디스크 -> SSD

써멀그리스제거

쿨링팬제거

기존의 하드디스크는 스핀들모터에 의한 회전운동을

하게 되므로 오일이 유입될 경우 사용할 수 없으므로

메모리디스크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프로세서에 붙어있는 방열판의 접착을 위해 사용한 써

멀 그리스는 오일속에서 희석될 수 있으므로 단순 제거

만 하면 됩니다. 

냉각을 위해 서버별로 장착되어있는 쿨링팬은 필요 없

으므로 단순 제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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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전산센터의 전력문제를 해결 할 뿐 아니라 전산장비들의 안정성 및 성능을 극대화
할 수 있게 됩니다. 

오일쿨링방식의 장점 오일쿨링시스템 개요

• 공냉식대비 약 20도 낮은 온도를 유지함으로 서버 성능 향상

• 한정된 전력공급체계에서 더 많은 서버의 운영이 가능
• 랙 당 평균 3~6kW 운영체계를 최대 100kW 까지 확장 가능집적도

서버성능

안정성

수명

비용절감

• 미세먼지, 습기, 산화 등 각종 환경적 영향을 근본적으로 차단
• 주요 프로세서칩을 일정한 온도로 낮게 유지

• 각종 공조요소들의 장애 및 공조 진동을 제거

• 환경적 영향으로부터 차단된 오일내부에서 운영됨으로 가장
이상적인 전자장비의 상태유지

• 서버의 쿨링팬 제거 및 효율향상으로 인한 에너지 절감 약 5%
• 전체 공조에너지의 약 80~90%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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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솔루션 소개

About Green Revolution Cooling(US)

제안솔루션

기대효과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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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Green Revolution Cooling

2009년에 설립된 Green Revolution Cooling (US)사는 데이터센터의 에너지효율을 극대화
하기 위한 강력한 냉각솔루션인 CarnotJet System을 2010년부터 주요 기관에 적용되기 시작
하였으며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CRiP Awards 2014 - Trophy for IT Innovation (Category: Data Center & Green IT)

The Green500 List - #1 Most Efficient ,November 2013 & June 2014 

Green Enterprise IT Awards ,April 2012

주요설치고객

미국방성

미정보국

US 공군

통신사

제안솔루션 소개

http://www.itiforums.com/beeiti/conferences/detail/9088-it-innovation-forum-4.html
http://www.green500.org/news/green500-list-november-2013
https://www.tacc.utexas.edu/news/press-rel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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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솔루션 - CarnotJet System

기존의 데이터센터에 적용 할 수 있으며 신규로 데이터센터를 건축할 경우 설계단계에서
부터 적용할 경우 전체적인 구축비용이 매우 절감될 뿐 아니라 향 후 운영 시 에너지 비용의
절감, 전산장비의 안정성확보 등이 가능하게 됩니다. 

제안솔루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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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솔루션 - Containerized CarnotJet Data Center

일반적인 데이터센터의 건물이 아닌 컨테이너단위로 설치되어서 신속히 구축이 가능한
컨테이너 데이터센터는 다양한 목적과 용도에 따라 활용이 가능합니다. 

- 주문 후 8~10주 이내에 선적가능하며 도착 후 단 시간 내에 설치 및 운영 가능

- 외부 기후와 관계없이 지구상 어느 위치에도 설치 가능

- 컨테이너당 250kW 용량의 서버 운영 가능

- 센서 및 다양한 관리솔루션들과의 통합지원으로 원격관리

저비용의
전산센터 구축

신속한
구축 및 철수

재해복구센터
or 무인센터

제안솔루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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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예시

아래의 구성사레는 캐노젯랙을 구성하는 일반적인 구성이며 약 253평(가로30m세로27m)의
데이터센터일 경우 4개의 랙으로 구성된 세트가 7개씩 10라인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이경우
총 280개의 랙(42U기준)과 70개의 열교환펌프모듈이 설치되게 됩니다

솔루션 소개

총면적 836m2 (약253평)

캐노젯랙 수 280개

캐노젯랙 당 면적 2.98m2 (약0.9평)

랙의 총 U 용량 11,760 U

총운영가능 서버노드 대수 (1U서버기준 랙당 38U 설치 시) 10,640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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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오일쿨링시스템은 더 이상 비용절감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에너지
관리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최대 60% 전산센터
구축 비용 절감

약 50% 에너지
비용 절감

서버 안정성 및
성능향상

제안솔루션 소개

• 고가의 공조관련 설비비용 제거
• 별도의 사이트 설계, 공간 및 시설 불필요
• 전력소비량 감소에 따른 백업시설 규모축소
• 서버의 구조 단순화로 인한 공간 및 비용 절약

• 최적의 서버운영환경 구현에 의한 안정성 확보
및 서버성능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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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감사합니다.

㈜비에이솔루션즈
담당: 김성진이사 010-6379-7943
메일: SUNGJIN@BASOLUTION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