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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관리 데이터센터 에너지효율화 동향 및 사례학술이슈
◈ 국내외 데이터센터 에너지효율향상 동향 및 사례를 살펴보고, 정부와 업체 간
협업, 에너지절감 기술 적용 등 고효율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시사점 도출

□ 데이터센터 에너지사용 개요

 ㅇ 기존 정보산업 시대에서 세계적으로 점차 디지털화되고 인터넷 트래픽과 

데이터의 부하가 급증함에 따라 데이터센터*의 에너지사용량 증가

* 데이터센터는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IT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를 한 건물에

모아 24시간 365일 운영하고 통합 관리하는 시설

   - 데이터센터는 매년 약 200TWh의 전력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전력 

사용량의 1%에 해당하는 양이자 일부 국가의 총 전력사용량보다 많은 양임

   - ’20년까지 데이터센터의 작업 부하(Workload)는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속적인 에너지효율향상으로 전력사용량은 3%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

□ 데이터센터 에너지효율향상 동향

 ㅇ 노후화된 데이터센터를 폐쇄하고, 고효율 데이터센터를 신규 구축하거나 

전환하면서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은 미미하게 증가하는 추세

   - 소규모의 비효율적인 데이터센터에서 대규모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로의 전환이 글로벌 데이터센터 에너지효율향상에 크게 기여함

* 하이퍼스케일(Hyperscale)은 분산된 컴퓨팅 환경을 최대 수천 개의 서버로 확장할 수

있는 완전한 하드웨어 및 시설의 조합을 의미하며, 평균적으로 하이퍼스케일의 1개

서버는 기존 서버의 3.75대를 대체할 수 있음

   - 데이터센터의 전력사용효율은 PUE*로 정의되며 기존의 데이터 센터는 

일반적으로 2.0, 하이퍼스케일 설비의 경우 1.2의 값을 나타냄

* PUE(Power Usage Effectiveness)는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총 전력사용량을 IT장비에

사용되는전력사용량으로나눈값으로, 1에 가까울수록전력효율이좋은데이터센터로평가됨

   - 미국 소규모 데이터센터 서버의 80%를 하이퍼스케일 시설로 전환하면 

데이터센터 전력사용량이 약 25%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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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센터 에너지효율향상 사례

 ㅇ 글로벌 기업들의 데이터센터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기술로 외부의 찬 

바람을 이용하여 서버실 온도를 냉각하는 ‘외기공조 방식’이 대표적임

   - (Facebook) 데이터센터 서버의 규모를 부하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하는 오토스케일 기술*을 적용하여 전력사용량을 약 10~15% 절감

* 오토스케일 기술은 접속자 수에 따라 기존 서버의 가동부하를 높이고, 나머지 유휴

상태의 서버는 꺼져있도록 하여 전력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임

   - (NAVER) 외부 찬 공기를 이용하여 서버를 냉각시키는 기술을 적용, 

외기를 활용하기 위해 연 평균기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춘천에 

데이터센터 구축

   - (LG CNS) 에너지 절감을 위해 특허를 출원한 ‘빌트업 외기냉방 시스템’과  

서버열 배출을 위한 굴뚝 ‘풍도’ 등 설계 단계부터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

< LG CNS의 외기냉방 시스템 및 풍도 >

* 출처 : LG CNS official blog

□ 시사점

 ㅇ 데이터센터의 전력사용량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체 간 협업이 필요

   - 데이터센터의 PUE를 낮춘 경우 전기요금 혜택, 에너지절감 투자비 지원 등 

효율적인 데이터 센터 운영을 위한 인센티브 및 지침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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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수요관리 부문

 ㅇ 학술이슈 < 데이터센터 에너지효율화 동향 및 사례 >
- How to stop data centres from gobbling up the world’s electricity (Nature, 2018.08)
- Digitalization and Energy (IEA, 2017.10)
-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효율·안정성 다 잡았다' (ZDNet Korea, 201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