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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업 및 기관의 통신실 및 전산실에서 운영하는 UPS, 항온항습기, 소화설비와 같은 기반설비에 대

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장애를 사전에 감지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감시체제

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주요 통신설비 및 전산설비를 운영, 관리하는 환경에서는 공

조기의 작동상태, 분전반 및 UPS의 상태 및 고장 유무, 화재발생시 신속한 통보체계가 필요하다. 기

존 전산실의 주변 기반설비 장애 감시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체계적인 감시시

스템 구축을 위한 개념 정립과 실무자들이 설계 시에 참조하여야 할 고려 사항들을 관리지침으로 제

시하여 향후 데이터센터 감시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Surveillance system that can respond quickly in case of failure to detect various disorders that can occur

for a temperature chamber, and fire extinguishing equipment, such as UPS, communication room, and

computer room of enterprises and institutions operating in infrastructure, and to systematically study. Major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and computational facilities to manage, operating in an environment of air

conditioners work status, distribution panel and the UPS status and fault status, rapid notification system in

case of fire is needed. By identifying the status and problems of disability surveillance on the periphery of

the existing computer room's infrastructure management guidelines presented in the next future Conception

and systematic surveillance system for staff to refer to when designing considerations associated with data

center monitoring system the necessity of the various studies are presented.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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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본 연구는 전산실 기반설비 즉, UPS, 항온항습

기, 소화설비의 장애 감시 및 전산실 내부의 환경

적인 요소인 온도, 습도, 누수, 출입문개폐, 공조

기 동작 등에 관한 감시를 센서 및 센서수집장치,

전산시스템을 융합한 통합적 측면에서 운용하고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UPS 및 항온항습기의

장애에 대하여 사전에 파악하고, 실시간으로 통보

받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전산실 관리자의

기본 책무이다. 이에 전산관리자는 실시간 장애

감시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 재

해의 발생의 징후 파악 및 초동 대응은 전산실

관리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지만, 현실적

인 관리, 감시 시스템의 부재로 초기 대응의 실패

와 함께 큰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양한 종류의 센서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지정한 임계값과 비교하여 문자메시지,

메일, 음성 등으로 각종 장애, 위험을 경보하는

시스템을 FMS(Facility Monitoring System)라고

한다. 전산실과 같은 주요시스템 관리 장소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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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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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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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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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대응 요구 FMS에서의 조치

정전

1차 전원 정전 시 신

속한 서버 장비 서비

스 중지 및 전원 off

요구됨

실시간 정전 통보

로 최단시간 대응

분전반

과부하 발생으로 화

재 및 전산실 서버

down 위험

실시간 통보를 통

하여 위험 대응,

화재 및 2차사고

예방

공조기

누수, 콤프레셔 이상,

운영 장애 시 서버

운영

공조기 장애 실시

간 통보

소화

설비

화재 신호(감지기 신

호) 연동을 통한 실

시간 통보 필요

실시간 동시 통보

에 의한 초동 대

처 가능

온도, 습도, 누수감시 등과 같은 재난 방재는 실

무자들이 반드시 고려하고 갖추어야 할 시스템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전산실 관리

지침을 고찰하고, 문제점을 제시하며, 전산실 기

반설비감시 즉, FMS 구축 기술에 대한 필요성과

설계 방법 및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1) 기존 정부기관이 제시한 전산실 관리 지침

을 고찰하고 정리한다.

(2) 전산실 기반설비관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

재된 위험과 다양한 장애 사례를 연구, 정리한다.

(3) FMS 구축 및 설계를 통하여 기반설비 및 전

산실 환경감시의 틀을 제시한다.

(4) 본 연구를 기초로 향후 데이터센터 감시시스

템 구축 및 통합과 관련된 연구로 확장해 나갈 것

이다.

Ⅱ. 본 론

2.1 FMS의 개념

FMS의 구축, 관리를 위해 장비 장애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환경요소의 실시간 감시와 더불어

관리자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기

설비, 공조설비, 소화설비의 운영 상태를 실시간

감시하여 장애 발생 시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

야 하며, IT 시설의 운영에 필수적인 적정한 환경

유지를 위한 각종 요소들을 센서를 통하여 실시

간 감시, 임계값 조달 시 즉시 통보하는 임계값

관리 또한 필수 요소들이다. 관리자에게 통보하는

방법으로는 전자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화

음성통보, 비상경광등, 모니터상의 팝업 등의 방

법을 사용한다.

2.2 재해현황 및 사고발생 유형 고찰

전산실 재해에는 온도, 습도와 같은 환경적인

요소와 기반설비의 장애 요소, 화재와 같은 긴급

한 요소, 외부의 침입 요소 등 다양하게 나눌 수

있으며, <표1>에서는 3개의 유형으로 간단하게

분류한다.

표 1. 전산실 기반설비 재해 유형

전산실 재해발생에 따른 FMS 사례를 <표2>사

례연구에서 살펴보고 FMS의 역할을 확인한다.

표 2. 사례 연구

2.3 FMS의 기존 연구 고찰

전산실 관리 및 FMS구축에 대한 연구자료가

부족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 확장 발전시키고

자 관련 연구를 정리,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기존

연구는 <표3>과 같다. 전산실의 각종 환경위험을

감시하는 센서 및 센서데이터 수집, 관리하는 시

스템의 제품 공급은 국내외에 상업화되어 있으나,

통합 구축하는 지침 연구는 국내외를 포함하여

학제적인 연구가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와 같이

구축의 필요성에서부터 실제 설계, 구현과 다양한

방재, 보안시스템으로의 확장을 위한 가이드를 제

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디지털 온, 습

도 경보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장치[2]나 경보메

시지 송신 장치 및 방법[3] 등 여러 가지 방법으

로 문자경보 시스템을 연구, 개발하여 적용된 시

기는 2000년대 초부터 국내에 본격적으로 개발,

보급되어 왔으나, 이러한 개발들이 체계적인 연구

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데이터센터의 기반설

비에 대한 환경성능 지표 연구[4]와 같이 발전적

인 요소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

에 여러 연구와 발명을 취합하여 FMS 구축에 도

움이 되도록 자료를 수집하고 발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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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FMS 시스템

3.1 FMS 설계

FMS의 설계는 현황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감시대상 환경의 분석과 현재의 문제점 파악은

올바른 FMS 설계의 기본이 된다. 이를 위하여 다

음과 같은 기본 전제 조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첫째, 전산실의 내부 평면도 및 기반설비와 랙

등의 장비 배치도를 검토한다.

둘째, UPS, 항온항습기 등의 기반설비에 대한

통신방식의 정의를 검토한다.

셋째, 감시 대상 전산실의 규모에 따른 센서의

수량 및 투자계획의 협의를 전제조건으로 한다.

3.2 FMS 구성

FMS는 그림1과 같이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통

하여 전산실에서 운영하는 기반설비의 대부분에

대한 장애 감시에 적용하며, 다양한 프로토콜의

통합으로 중앙 집중관리를 한다.

그림 1. FMS 구성도[5]

Ⅳ. 결 론

본 연구는 전산실의 각종 환경적인 위험에 대

하여 실시간 통보체계를 구현할 수 있는 감시시

스템 구축에 대한 필요성과 사고 발생 유형을 고

찰하며, 다양한 센서와 프로토콜을 통한 통합감시

시스템의 구성도를 고찰한다.

우리나라의 전산실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

장을 거듭해 온 것이 사실이나, 대규모 기관 및

관공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관리 형태는 매뉴얼화

되어 있지도 못하고, 변변한 관리지침 또한 참조

하지 못하고 있다. 전산시스템의 관리는 최신의

기술을 적용하여 중앙감시를 하고 있으나, 주변

기반설비에 대한 재해 감시는 소홀히 하고 있으

므로 이에 대한 학제적인 연구와 체계적인 FMS

도입의 권고 및 설계 지침이 필요하다. FMS의 설

계 및 구축, 시공 기술도 일부 기술자들의 경험에

의존하며, 체계적인 자료에 기초한 설계, 구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종사하는 관련 기획 및

구축 담당자들을 위한 지침과 이론적 관리 지침

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FMS 구축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각종 오류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관

련 기술자들이 참고시 유효한 자료가 된다.

본 연구에서 더 나아가 데이터센터에서 발생

하는 각종 환경적 재해 요인에 대한 감시체계의

구축과 다양한 감시시스템 즉, 영상감시, 출입감

시 등의 통합에 관한 연구로 개선, 확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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