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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단일 로세서의 성능 향상과 여러 개의 로세서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하는 고성능컴퓨터 제

조 기술의 발 은 컴퓨터의 성능 향상에 크게 기여하 다. 고성능컴퓨터를 안정 으로 운 하고 효율

으로 리하는데 향을 미치는 표 인 환경변수는 원, 냉각, 공간이다. 이러한 환경변수는 데이

터센터 기반시설 설계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용량산정이 이루어 져야 한다.
   KISTI 슈퍼컴퓨 서비스센터에서는 1969년부터 컴퓨터 시스템을 운 하여 왔으며, 특히, 슈퍼컴퓨

터 시스템은 1988년의 슈퍼컴 1호기를 시작으로  재는 슈퍼컴 4호기 시스템을 운 하고 있다. 많은 

운 경험을 바탕으로 웹 기반의 기반시설 소요용량 계산기를 개발하 다.

1. 서론

   무어의 법칙을 따르는 단일 로세서의 성능 향상과 

여러 개의 로세서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하는 고성

능컴퓨터 제조 기술의 발 은 컴퓨터의 성능 향상에 크게 

기여하 다. 1946년에 인류 최 의 자식 컴퓨터 에니악

을 이용한 날씨 측 실험이 수행된 이후로 기상과 기후 

보 분야에서 컴퓨터는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요한 도

구가 되었으며, 컴퓨터의 성능 향상과 더불어 측 기술도 

발 하여 왔다. 

   기상 보와 기후 측에 으로 필요한 슈퍼컴퓨

 워를 안정 으로 제공하기 해서는 슈퍼컴퓨터를 

최 의 환경에서 운 하여야 한다. 최  환경 조건은 슈퍼

컴퓨터의 시스템 아키텍처 유형에 따라서 다르며, 같은 시

스템 아키텍처 유형이라도 슈퍼컴퓨터의 성능 규모에 따

라서 달라진다. 반도체 집 률과 네트워크 성능이 향상되

면서 슈퍼컴퓨터의 성능 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있은데, 규

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시스템 아키텍처 유형  규모에 

따라서 요구되는 운 환경 내용을 악하고, 슈퍼컴퓨터를 

효율 으로 운 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최  조건

을 찾아내어 확보하는 일은 더욱 요해진다.

   일반 으로 슈퍼컴퓨터 최  운 에 향을 미치는 

표 인 환경변수는 원, 주 수, 온도, 습도, 청정도, 풍속 

등이다. 이들 환경변수를 슈퍼컴퓨터 운 에 최 한 상태

로 유지하는 일은 슈퍼컴퓨터 기반시설의 효율 인 리

를 통해서 가능한 일인데, 슈퍼컴퓨터 기반시설의 표

인 구성요소는 UPS, 축 지, 발 기, 수배 반, 항온항습

기, 냉수기, 자동제어 시설, 방재시설 등이다. 

   재의 컴퓨터 발  기술과 연구 분야에서 필요로 하

는 계산 규모를 감안하면 향후 슈퍼컴퓨터의 성능은 재

보다 크게 향상된 규모, 용량의 슈퍼컴퓨터가 될 것으

로 기 된다. 슈퍼컴퓨터의 성능이 규모/고성능화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용량과 규모도 비례한다.

   증가하는 슈퍼컴퓨터의 용량을 수용하기 하여 기반

시설은 신축되어야 한다. 기반시설을 신축하고자 할 때에

는 슈퍼컴퓨터 용량에 따른 기반시설 소요용량이 산출되

어야 하며, 일반 으로 기반시설 소요용량은 설계업체에서 

산출한다. 기반시설 소요용량을 직  계산하지 못하고 설

계업체에 의뢰하면 자료 산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용량/고성능이라는 슈퍼컴퓨터의 특수한 환경에 한 이

해가 부족하여 산출된 자료에 한 신뢰도도 낮다.

   본 논문에서는 슈퍼컴퓨터를 안정 으로 운 하고 효

율 으로 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시설 용량을 계산하

는 계산기를 웹으로 구 하 다. 이를 이용하면 빠른 시간

에 기반시설 소요용량을 알 수 있게 되어 설계 소요기간 

단축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1장의 개요에 이어 2장에서는 기반시설 소요용량 계산

법, 3장에서는 계산기를 검증하기 하여 설계업체의 결과

와 비교하 으며, 4장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기반시설 소요용량 계산법

2.1 기반시설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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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항목은 수 용량, UPS용량, 기반시설 력량, 냉

각용량, 기반시설 면 이다.

수 용량

한국 력공사로부터 계약하는 계약용량이며, 데이터센터 

건물을 지을 때 한국 력공사와 공 계약을 맺어야 한다.

UPS용량

UPS(Uninterruptible Power Supply, 무정 원공 장치) 

시스템은 원공 에 이상이 발생하 을 경우에 요한 

시설을 보호하기 한 장치로 배터리와 발 기와 함께 구

축이 된다.

기반시설 력량

데이터센터에는 산장비 외에 산장비를 운 하기 한 

부 장비들이 있다. 부 장비로는 UPS, 냉동기, 항온항습

기, 냉각탑, 모터 등이다. 이들 부 장비들이 소비하는 

력량을 기반시설 력량이라 한다.

냉각용량

IT장비를 운 하면 IT장비에서 열이 발생하게 되며, 이 

열을 제거해주지 않은 상태로 운 하게 되면, 장비의 손상 

 오동작이 일어난다. IT 장비에서 발생하는 열을 제거

하기 한 열용량이 냉각용량이다.

기반시설 면

IT장비외의 부 장비들이 차지하는 공간 그리고 이들을 

정상 으로 운 하기 한 운   유지보수 공간을 포함

한 공간을 말한다.

2.2 기반시설 소요용량 계산식

계산기 내에 포함되어 있는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수 용량(kW) = UPS용량(kW)＋기반시설 력량(kW)

· UPS 용량(kW) = 시스템 력량(kW)×1.25

  - UPS 용량은 통상 으로 시스템 력량에 안 율을 

고려하여 1.25배를 하여 산정한다.

· 기반시설 력량(kW) = 냉각용량(RT)×1.5×0.75

  - 기반시설 력량은 냉각 시스템의 주변 장치(냉동기, 

냉각탑, 펌  등)를 포함한다. 통상 으로 냉각용량의 

50%를 주변용량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냉각용량 

1RT의 기소비량은 0.75kW로 환산한다.

· 냉각용량(RT) = ((발열량(kBTU)×252)/3024)×1.5

  - 냉각용량은 냉각시스템의 안 율  비용량을 고려

하여 1.5로 산정한다.

· 기반시설 면 (평) = 냉각용량(RT)×0.5

  - 기반시설 면 은 통상 으로 냉각용량 1RT당 0.5평

으로 산정한다. 이 계산법은 경험에 기반한 계산법이

다.

3. 계산기 검증

   계산식의 정성을 확인하기 하여 설계업체의 자료

와 비교가 필요하다. KISTI 슈퍼컴센터는 슈퍼컴퓨터 5호

기 시스템을 도입할 정에 있으며, 시스템을 수용하기 

한 데이터센터 건물을 신축하고 있다. 향후에 도입될 시스

템의 환경자료(소비 력, 발열량, 장비면 )를 이용하여 계

산기를 통한 기반시설소요용량과 설계업체에서 제공한 기

반시설 소요용량 자료를 비교하 다.

3,1 시스템 환경자료

   시스템의 환경자료는 두 가지 자료가 있다. 컴퓨터 랙

의 수가 80개 규모와 90개 규모의 시스템 환경자료이다.

시스템 환경 자료1: 랙 80개 기

구분 데이터

소비 력(KW) 8,762.8

발열량(KBTU) 29,599

배치면 (㎡) 375.08

시스템 환경 자료2: 랙 90개 기

구분 데이터

소비 력(KW) 9,857.1

발열량(KBTU) 33,019

배치면 (㎡) 421.8

3.2 비교 결과

- 랙 80개 비교

구분 계산기
(A)

설계사
(B)

차
(A-B) 비율(%)

UPS 용량 10,953.5 -

기반시설 
력량 4,162.4 4,734.4 -572 12.1

수 용량
(KW) 15,115.9 13,500.0 +1,615.9 10.6

냉각용량
(RT) 3,699 3,228 +471 12.7

기반시설 
면 (㎡) 6,115.5 -

   설계사 데이터와의 비교 결과는 기반시설 력량은 계

산기의 계산용량이 작으며 그 오차는 설계업체 용량의 

12.1%에 해당한다. 수 용량은 계산기의 계산용량이 크며, 

그 오차는 계산기 용량의 10.6%에 해당한다. 냉각용량은 

계산기의 계산용량이 크며, 그 오차는 계산기 용량의 

12.7%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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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랙 90개 비교

구분 계산기
(A)

설계사
(B)

차
(A-B) 비율(%)

UPS 용량 12,321.4 -

기반시설
력량 4,643.3 5,462.4 -819.1 15.0

수 용량
(KW) 16,964.7 15,300.0 +1,664.7 9.8

냉각용량
(RT) 4,127.4 3,560 +567.4 13.7

기반시설 
면 (㎡) 6,822.1 -

   설계사 데이터와의 비교 결과는 기반시설 력량은 계

산기의 계산용량이 작으며 그 오차는 설계업체 용량의 

15.0%에 해당한다. 수 용량은 계산기의 계산용량이 크며, 

그 오차는 계산기 용량의 9.8%에 해당한다. 냉각용량은 

계산기의 계산용량이 크며, 그 오차는 계산기 용량의 

13.7%에 해당한다.

3.3 계산기 화면 설계

(그림 1) 기반시설 소요용량 계산기(웹)

   그림 1은 웹상에서 동작하는 기반시설 소요용량 계산

기 화면이다. 상단의 입력부와 하단의 계산결과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력부에 컴퓨터 시스템의 기  환경 자료

를 입력한 후, “계산” 버튼을 르면, 계산 결과가 하단에 

나타난다.

4. 결론

   슈퍼컴퓨터용 데이터센터를 건축할 때 지 까지는 설

계업체에 시설물 설계를 의뢰하 다. 설계업체에 의뢰를 

하면 비용이 발생하며, 설계 기간도 소요되어 빠른 의사 

결정이 어렵다. 뿐만 아니라 슈퍼컴퓨터의 특성과 운 환

경을 이해하고 있는 설계업체가 부족하여 산출자료에 

한 신뢰도(과잉설계  부족 설계)가 낮다.

   KISTI 슈퍼컴센터는 1988년부터 시작된 슈퍼컴퓨터 

운 경험과 데이터 센터 구축· 리 경험을 바탕으로 데이

터 센터의 주요 구성요소인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소요

용량 계산기를 만들었다. 이를 이용하면 기획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용량산정이 가능하여 빠른 의사결정과 정확한 기

 설계가 가능하게 된다.

   향후의 연구는 재 운 되고 있는 다수의 슈퍼컴센터

의 기반시설 황자료와 시스템 자료를 조사․비교하여, 

계산식을 보정하여 기반시설 소요용량 계산기의 정확도를 

높이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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