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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본 논문은 배전 효율성이 냉각 전력 요구량과 총 전력 소비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AC와 DC 배전 방식의 효율이 최대일 때 두 배전 방식의 계량적 효율을
세부적으로 비교하고 있다. 최신 고효율 AC와 DC 배전 구조는 실질적으로 서로 동일한
효율을 지닌 것으로 보이므로 DC 배전 구조로의 전환이 보다 나은 효율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본 논문은 다음 APC 백서의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

데이터 센터
AC vs. DC 배전

데이터 센터를 위한
전력 효율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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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데이터 센터의 효율 향상에 대한 탐구는 데이터 센터의 전력 및 냉각 기술 혁신의 분위기를 고취시켜왔다. 에너지 효
율성과 관련하여 데이터 센터의 전력 구조를 기존의 AC 방식에서 DC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은 광범위하게 논
의되어 온 제안 중의 하나이다. 대중지와 전문지를 보면 DC 배전의 장점을 뒷받침하는 상당수의 논문들이 있으며,
Intel, APC, Sun Microsystems 와 같은 회사들은 기술 시범 프로젝트들에 참여해왔다.
현실적으로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될 수 있는 배전 방식은 AC 배전 방식 두 종류와 DC 배전 방식 세 종류로 기본적
으로 총 다섯 종류이다. 이 다섯 가지 방식에 대한 설명과 분석은 관련 백서 제63권(에 수록된) ‘데이터 센터를 위한
AC vs. DC 배전 ’ 에서 볼 수 있다. 이 출간 문헌에 수록된 논문에서 일반적으로 지지되는 주요 연구결과는 다섯 가지
배전 방식들 중 두 가지, 즉 AC 방식 하나와 DC 방식에서 최대 전력 효율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데이터 센터에서 전
력기술에 큰 변화는 없겠지만, 이 두 가지 방식 중의 하나가 향후 데이터 센터의 배전 관련 업무를 위해 선택될 가능
성이 매우 높다. 이 논문에 기술된 AC 배전 장치의 성능 효율 값은 오늘날 구입할 수 있는 실제 장비에 비추어보면 즉
시 구현 가능한 수치이다.
오늘날 사용 가능한 상업적 DC 배전 장치가 없기 때문에 DC 배전 장치의 효율값은 가장 최근의 샘플 데이터, 예상값,
계산을 토대로 한다. 이 논문에 사용된 모든 효율값에 대한 인용문과 참고자료는 연구결과를 독립적인 실험하여 검
증하도록 제시된다.
배전 효율의 변화는 데이터 센터의 전체 전력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은 두 가지 요소로 인해 수학적인 복잡
성을 갖는다.
1.

배전 효율의 변화는 난방 부하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냉난방 전력소비량에 영향을 미친다.

2.

연구에 따르면 데이터 센터의 상당량의 전력부하는 전력배선장치를 통해 전력을 공급받지 않는다.

이 논문은 이러한 효과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어떻게 하여 전력 배선 효율성의 개선이 계량적 측면에서 총 전력소비
량의 감소를 야기하는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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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오늘날 데이터 센터의 시설은 열악한 설계와 구식 배전 기술로 인해 매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APC 는 냉각
장치를 제외한 데이터 센터의 운영에 있어 전력 장치의 효율성이 30 % 이하까지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것은 비
효율적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전력에너지가 엄청나게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주로 다음 요인들로
인해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비효율적 IT 장비의 파워 서플라이

•

비효율적 변압기 기반의 배전장치(PDU)

•

비효율적 UPS 시스템

•

위의 모든 손실을 배가하는 장치 설계 등급에 훨씬 못 미치는 부하에서의 운영

지난 3년 동안 IT 장비의 전원공급장치와 UPS 장치의 효율성은 크게 개선되었다. 이것은 오늘날 설치된 AC 배전장
치가 5년 전에 설치된 것보다 대체로 훨씬 더 효율적임을 의미한다. 또한 확장 모듈형 UPS 장치는 부하에 적절한
UPS의 용량을 설정하고 간편하게 용량을 조절할 수 있게 해주어 예전에 전체 시스템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해서 발
생했던 비효율성을 개선하여 효율성을 높여준다. 변압기 기반의 PDU는 북미의 많은 시설에서 여전히 상당한 자원
손실을 보이지만 북미 이외의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다. 본 문서에서 분석한 AC 배전 방식은 유럽의 표준인 400/230
V 배전을 토대로 하고 있다. 미국 데이터 세터의 415/240 V AC 배전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PC 백서 #128, 개
선된 고밀도 배전의 사용을 통한 데이터 센터 효율성 개선 참고
DC 배전 방식은 다음 세 가지 전제에 근거하여 더 높은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제안되어왔다.
1.

AC UPS 장치보다 고효율인 DC UPS 장치를 설치하는 게 가능할 수 있다.

2.

배전장치(PDU)에서 변압기를 제거함으로써 전력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다.

3.

AC 입력 설계의 효율을 향상 시킬 뿐만 아니라, IT 장비 파워 서플라이 자체의 효율도 증가시킬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모든 개념들을 검토하고 계량화함으로써 다음 사항을 밝힐 것이다.
•

최신 AC UPS 장치는 이전 AC UPS 장치와 비교하여 에너지 손실에 있어 5분의 1밖에 되지 않으며, 효율성
이 보다 높은 DC UPS 장치의 개발 가능성은 희박하다.

•

PDU의 변압기는 비효율성에 크게 기여하지만 북미 이외의 지역에서는 사용되지 않으며 새로운 고효율 AC
배전 구조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

IT 장비의 파워 서플라이에 DC 전원을 인가합으로 인하여 효율이 향상된다고 하는 것은 처음 추정 했을 때
보다 실제 적용 시 더 낮은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

.
출간된 많은 논문들이 AC 방식에서 DC 방식으로 전환한다면 효율이 10%에서 30%까지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 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서버 기술 성능을 10년 전에 개발된 서버의 성능과 비교하지 않는 것처럼, 이론적인 DC 배전 효
율성을 구형 AC 배전 장치의 효율성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과거와 미래의 대안들을 서로 비교하는 것보다 현
재와 미래의 대안들을 서로 비교하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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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자료는 오늘날 최적의 AC 배전 장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율성이 이론적인 미래의 DC 배전 장치를 통해
얻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과 대중지에 인용된 대부분의 효율성은 잘못된 것이며, 부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 주제에 관한 기타 기사들과 논문들과는 달리, 본 논문은 모든 계량적 데이터와 관련된 인용문과
참고자료를 명시하고 있다.

두 가지 고효율 배전 방식
서문에서는 두 가지 선택적 배전 장치들이 미래의 고효율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한 가
지는 북미와 일본 이외의 지역의 실질적인 모든 데이터 센터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400/230 V AC 배전 장치를 토대
로 한다. 다른 한 가지는 DC 전원을 수용하기 위해 조정된 IT 장치에 전력을 제공하는 개념적 380 V DC 배전 장치를
기본으로 한다. 이 장치들은 그림 1과 그림 2에서 볼 수 있다.

그림 1- 북미 이외의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고효율 AC 배전

IT
부하

그림 1은 첫 번째 대안을 보여준다. 이것은 북미와 일본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은 AC 배전 장치이다. 오늘
날 북미의 표준 배전 장치에는 UPS 전압으로 480 V AC 가 사용되며, 그림에서처럼 480 V 에서 280/120 V AC 배전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PDU 변압기와 같은 추가 블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이 그림에서 UPS 출
력 전압을 230 V 에서 IT 부하에 공급하기 때문에 전압을 낮출 필요가 없고 이로 인해서 PDU 변압기와 같은 손실은
제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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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이론적인 고효율 DC 배전

IT
부하
그림 2는 두 번째 대안을 보여준다. 이것은 380 V DC 를 공급하게 되는 하나의 이론적인 방식이다. 380 V DC 전압으
로 작동되도록 고안된 IT 장비가 이러한 방식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 사용될 필요가 있다. 백서에서 300, 380, 400,
575 V 와 같은 다양한 다른 DC 공급 전압을 사용하는 이 장치가 제시되어왔다. 그러나 백서에서 제안된 공통된 의견
은 약 380 V 를 선호 표준으로 밝히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의 분석은 이 380 V DC 배선 장치를 토대로 한다. 380 V
DC 와 400 V DC 는 본질적으로 같은 장치를 의미하는 두 개의 다른 이름임을 유의해야 한다.

분석 사전 검토
이어지는 섹션에서 모델의 일반 구조와 이 모델을 지지하기 위해 계량화될 데이터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도움이 된다.

세 가지 전력 경로 세그먼트
그림 3은 고효율 배전 방식을 사용할 때 일반 데이터 센터의 기본적인 전력 경로를 보여준다. 주제가 되고 있는 두 가
지 배전 방식에는 필요하지 않은 PDU는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전력 경로는 3개 세그먼트로 구분
된다.

•

UPS

•

배전 배선

•

IT 장치의 전력 공급기 (PSU)

모델 관련 효율성 데이터
본 논문의 다음 섹션에서는 이 세 가지 전력 경로의 각 부분을 위한 효율성 데이터를 검토하고 계량할 것이다. 아래의
그림 3에 있는 각각의 부하의 효율 그래프의 결과에 의한 함수로써 효율 데이터를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효율 데이의 합산은 기존 전력 배열(환경)과 이론적인 전력 배열의 효율성을 비교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 모델의 기준 케이스는 50 % 부하에서의 효율값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50 % 의 부하점이 효율 곡선에 표시된다.

그림 3 – 데이터 센터 전력 경로: 세 가지 부분, 세 가지 효율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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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장치

배전 배선

효율성

효율성

효율성
부하

전력 공급
장치

부하

각 부분의 효율곡선은 다음
섹션에서 검토할 것이다.

부하

부하율 50% 일 때
데이터는 배선 시스템내에서의 장치들의 효율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부하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
고 있으며 이는 하나의 효율 값으로 나타내기 보다는 효율 곡선으로 보여지는 것이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배전 시스템 내에서의 효율에 대한 어떠한 계산도 전력 경로의 각 부분에 작용하는 실제 작동 부하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불완전하다.
배전 효율성이라는 주제에 대한 대부분의 이전 연구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부하의 변화가 효율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 일반적인 시설을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부하 기준선을 선택
하여 어떻게 효율성이 부하에 따라 변화하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기준 작동 부하를 정하면 AC 와 DC를 비교하는 평
가기준이 제시됨으로써 초기의 논의가 단순화되지만, 효율값이 부하에 따라 변화하는 하나의 곡선임을 보여주는 실
제 모델에 제약을 두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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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시설에서 운전 부하(용량의 일부)는 전력 경로의 세 가지 각 부분에서 다를 것이며, 상호작용 모델에서는 역동
적으로 변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림 9 참조)
다음 AC 와 DC 배전 방식의 설명 및 비교에서는 부하율 기준을 50 %로 설정할 것이다. 이것은 데이터 센터의 세
가지 모든 부분에서 작용하는 한계범위 내이다. (위의 그림 3) 여기서는 어떻게 50 % 의 부하가 데이터 센터의 각 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

UPS
이중이 아닌(Non-redundant (1N)) 시스템에서 50 % 는 일반적인 부하 작용점이다. 이중(Redundant (2N))
시스템에서 50 % 는 최대 부하 작용점을 나타낸다. (즉, 최대 부하를 2UPS에서 분담)

•

배전 배선
UPS 부하에서와 비슷하게, 50 % 는 이중이 아닌(1N) 배선에서는 현실적인 작동 부하이다. 이중화 전원 공
급 (2N) 시스템에서는 50% 의 부하율이 최고 높은 부하율이다. (실제 미국 전기 규약에서는 부하율을 80%
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이중 전원 입력일 경우 부하율이 40% 로 제한됨을 의미한다.) 여하튼, 배선에서
의 운전부하는 전체적인 운전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며 배
선 효율은 99~100% 사이의 매우 높은 효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IT 전력 공급
IT 장비는 하나 혹은 두 개의 내장 전력 공급 장치를 가지고 있다. 하나의 전원 공급기를 가지고 있는 IT 장
치에서의 50% 운전 부하율은 전체 범위에서 중간지점이다. (일반적으로 이상적인 부하율, 서버 가동 시간
의 많은 부분이 이 지점내에서 소모) 그리고 이중 전원 공급기를 가지고 있는 서버에서의 전원 공급기의 최
대 운전 부하율은 50% 이다. (풀 부하 시 2개의 전원 공급기가 나누어 전원을 공급)

이 세 부분에 대한 실제 효율 곡선으로 인해 차후에 드러나듯이 50% 부하 근방에서는 작용부하 효율성의 차이는 그
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지점의 정확한 위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UPS 효율성
AC 배전 구조에는 우선 AC 배전 버스를 생성하는 UPS가 있으며, DC 구조에서는 때로는 DC 장치 혹은 정류기로 불
리는 DC UPS가 DC 배전 버스를 생성한다.
AC UPS의 경우, 성능을 검증 받은 제품들이 - 효율성 관련 설명서를 포함하고 있든 혹
은 그 제품들의 성능이 측정 가능하든 간에 - 현재 시장에 출시되어 있다. 불행하게도
APC 는 출간된 많은 설명서들이 부정확하고 실제 성능을 잘 나타내고 있지 않다는 것
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이 분석의 목적을 위해 독립된 실험실에서 측정되어 검증된 효
율성 평가를 받은 UPS만을 사용하여 얻은 효율성 데이터를 사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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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는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다양한 AC 와 DC UPS 시스템의 효율성을 보여준다.

그림 4 – 여러 상업적 AC 와 DC UPS 시스템의 효율성

AC 와 DC UPS 효율성 비교

편의를 위해, 위의 그래프를 도표 1로 요약하였다.

도표 1 – 그림 4의 UPS 효율성 데이터 요약

©2007-2008 American Power Conversion 판권 본사 소유. 2007-2008 American Power Conversion. 판권 본사 소유. 이 출판물은 판권 소유자의 서
WP127 Rev1
면 허가 없이 사용, 복제, 복사, 전송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어떠한 정보 검색 시스템에 저장되어서도 안 된다. www.apc.com

9

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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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 모델을 위한 AC UPS 효율값
1,000kVA APC Symmetra MW Delta Conversion UPS는 50% 부하에서 96.2%의 정격 효율성을 가지며, 160kVA
Symmetra PX Double Conversion UPS는 50% 부하에서 95.7%의 정격 효율성을 가지며, 40kVA APC Smart UPS
VT Double Conversion UPS는 50% 부하에서 96.3%의 정격 효율성을 지닌다. 모두 TÜV 실험실에서 검증되었다.

1

이들 등급은 경제적 혹은 바이패스 모드에서가 아니라 온라인 출력 변압기에 의해 재생되고 컨디셔닝된 출력으로 완
전히 입출력 분리 상태에서 얻은 것이다. 이 분석은 50% 부하에서 96.2%의 AC 효율성으로 Symmetra MW를 사용하
여 행할 것이다.
75kW SatCon 변압기는 캘리포니아 에너지국에 의해 확증된 것으로 95.8%의 정격 효율성을 보인다.2 (이것을 포함
한 많은 인버터들은 정류기와 같은 동작을 할 수 있으며 작동 중에는 동일한 효율을 가지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DC
UPS 로도 간주될 수 있다.)
나머지 두 곡선은 2005 LBLN 연구에서 측정된 것으로 전통적인 Double Conversion 방식 UPS의 효율을 보여준다.3

효율 모델을 위한 DC UPS 효율값
DC UPS의 경우 배터리 백업 기능이 있는 380 V DC 배전 시스템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어떠한 상업적 제품도 찾아볼
수 없다.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는 하나의 중요한 기술적 문제는 380V 로 조정된 배선에 단자 전압이 변화하는 배터
리를 어떻게 연결하냐는 것이다. 그러나 Intel은 수 많은 DC 전력공급자와 함께 연구하여 97%라는 예상 효율값을 제
시하며 설계 제안을 발간하였다.4 Netpower Labs는 350 V DC UPS를 개발하여 이의 효율값을 96%로 발표했다.5
LBNL은 원형 DC UPS를 개발하여 이의 효율값을 94%로 발
6
표했다. 이 세 가지 보고된 효율성, 즉 94%, 96%, 97% 중에

서 우리는 분석을 위해 중간값을 선택할 것이다. 자료가 부

분석 결과

모델을 위한 기준값
50% 부하에서의 효율

하 백분율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Netpower Labs의 DC UPS가 보이는 96% 효율성은 가장 좋
은 사례에서 계산된 값일 가능이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50% 부하에서는 효율이 96%보다 낮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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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 배선 효율성
AC 혹은 DC UPS와 IT 부하 간의 배선은 전력손실을 가져온다. 이 손실은 작용 전류, 배선 규모,
배선 길이에 따라 달라진다. 한 데이터 센터는 수백, 심지어는 수천 개의 다른 배선을 사용하기 때
문에 각 배선에서 발생하는 전력손실은 전체 전력손실을 계산하는 데 추가되어야 한다.

그림 5 – 배전 배선을 위한 효율 곡선

배전 배선 효율

효율성
배선 – 최대 부하에서 1%

부하

일반적인 시설에 대한 배선 전력 손실을 측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배선 크기는 회로용량평가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평균 배선 길이는 대체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배선 전력손실에 대한 일반 설계값은 최대 부하인 상태에서 1%의 부
하전력이다. 배선에 있어 전력손실은 부하의 제곱에 비례하여 변한다. 부하값이 반으로 줄 때마다, 배전 전력손실은
4분의 1쯤 줄어든다. 50% 부하 데이터 센터에서는 배전 효율이 99.5%가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배전 전력손실은
대부분의 데이터 센터에서 무시된다.
분석 결과

모델을 위한 기본값

배전 전력손실이 DC와 AC 시설에서는 서로 동일하다

50%의 부하에서 효율성

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구리의 사용량에 미세한 차이

AC 배전 배선 99.5%

가 있을 수는 있지만, 효율성은 동일하다. 배선 전력손
실은 AC와 DC 시스템의 효율성에 있어 어떠한 차이도

DC 배전 배선 99.5%

초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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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장치의 파워서플라이 효율성
현대의 IT 장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내부 파워 서플라이가 있으며 이 파워 서플라이는 AC 전원
을 12V dc 전원으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며, 변환되어진 전원은 IT 장비 내부에 있는 Card 및 전자
장치에 전원을 공급하게 된다.* 이러한 PSU(파워서플라이)는 전체적인 배전 시스템의 효율을 향
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되어진다.
과거의 서버에서는 PSU 의 효율성이 50% 부하에서 약 75%였다. (그림 6 참조) 하지만 가장 최근
의 설계는 넓은 운전 부하의 범위에 거쳐 Sun Microsystem (그림 7)과 Hewlett-Packard (그림 8)
가 발표한 전력 공급 효율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일정하게 90% 이상의 효율성을 보이고 있다.

그림 6 –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의
과거 서버 PSU의 효율성7

* IT 장치내의 배전 시스템에서는 각각의 모드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파워서플라이의 12V DC 출력을 개별
보드의 전원 카드나 하위의 전원장치들에 공급하여 보드들이 사용하는 1.1V, 3.3V, 5V 와 같은 전원을 보드에
공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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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 Sun Microsystems 서버에 장착되어 있는 파워 서플라이의 입력 부하에 따른 효율 변화와
다양한 입력 전압에 따른 효율 변화 그래프8

그림 8 – Hewlett-Packard 서버에 장착돠어 있는 파워서플라이의 입력 부하에 따른 효율 변화와
다양한 입력 전아베 따른 효율 변화 그래프 9

부하

©2007-2008 American Power Conversion 판권 본사 소유. 2007-2008 American Power Conversion. 판권 본사 소유. 이 출판물은 판권 소유자의 서
WP127 Rev1
면 허가 없이 사용, 복제, 복사, 전송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어떠한 정보 검색 시스템에 저장되어서도 안 된다. www.apc.com

14

©2007-2008 American Power Conversion 판권 본사 소유. 2007-2008 American Power Conversion. 판권 본사 소유. 이 출판물은 판권 소유자의 서
WP127 Rev1
면 허가 없이 사용, 복제, 복사, 전송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어떠한 정보 검색 시스템에 저장되어서도 안 된다. www.apc.com

15

Sun Microsystems의 예에서는 50% 부하율에서 AC 배전방식(IT 장치의 파워서플라이)의 효율성이 89.5%이며
Hewlett-Packard의 예에서는 같은 조건에서 91%가 된다. 400/230V AC 전원을 공급받아 230V 서버를 동작시키게
되는 향후 대부분의 서버들이 이러한 파워서플라이를 지니고 있다면 아마 두 샘플의 평균이 90.25% 정도의 효율이
될 것이며 이를 AC 파워서플라이 효율의 기준으로 사용될 것이다.
Sun Microsystems 의 파워서플라이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그림 7은 380V DC 에 대한 효율곡선도 함께 보여준다. 이
곡선은 약 50% 부하율에서 220 V AC 효율곡선보다 약 1.5% 정도 향상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1.5%의 효율 향상율은
많은 연구에서 언급되어왔으며 AC 효율 기준
값인 90.25% 의 효율에 더해져서 DC 파워서

모델 기준값

분석 결과

50% 부하률에서의 효율성

플라이의 효율을 91.75% 로 산출해서 계산할
것이다. 본 논문의 후반부에서 보다 상세하게

AC IT 전력 공급 90.25%

분석될 것이다.

DC IT 전력 공급 91.75%
2008년 초에 94%에 이르는 훨씬 더 고효율의 파워서플라이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파워서플라이에 관한 데
이터는 아직 일반에게 보급되지는 않아 본 연구에서 언급할 수 없다. 이 파워서플라이에 380 V DC의 전력을 공급함
으로써 효율 향상률이 약 1%까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한다.

전체 전력 경로의 효율성 비교
전력경로의 전체 효율성은 위에서 언급한 UPS, 배선, IT 파워서플라이의 효율에 좌우된다. 도표 2와 같이 이것은 단
순한 산술이다.

도표 2 – 고효율 AC와 360 V DC 배선방식을 비교하여 50% 부하률에서 전체 배전 효율 계산
배전 배선

IT 전력 공급

전체 효율성

따라서 고효율 DC 시스템은 고효율 AC 시스템보다 배전 효율에 있어 1.25% 더 높다. 이 분석은 모든 전력경로부분
에서 50%의 작용부하가 발생한다는 전제를 두고 있다. 50% 부하률에서 상대적으로 평평한 형태의 효율곡선을 얻을
수 있듯이 약 50%의 부하범위에서 효율의 변화는 그다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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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효율의 차이는 배전 시스템에 한한 것이며, 데이터 센터의 전체 전력 소비량에 미치는 효과는 더 심도있는 분석을
요구하기 때문에 다음 섹션에서 설명하겠다.

데이터 센터의 전체 소비량에 미치는 영향
배전 시스템의 백분율로 환산된 어떠한 효율성 증가도 데이터 센터의 백분율로 환산된 전체 절약 전력량의 동일한
증가로는 직접 산출되지 않는다. 배전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줄이게 되면 전체적인 데이터 센터에서의 열 발
생도 부분적으로 줄어들게 되므로 이로 인해서 냉각에 들어가는 에너지도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배전에서 절약된
전력량(watt)은 전체 데이터 센터에서의 전력량을 줄이는데 있어서 배전 절감이상으로 전체 시스템에서 실질적으로
절약될 것이다. 그러나 1%의 배전 효율 증가는 데이터 센터의 전체 효율 1%로 산출되지 않는다. 실제로 1%의 배전
효율 증가는 실제로 1%보다 작은 전체 효율 증가로 나타난다.

배전방식 변화로 인한 전력 소비량의 감소에 대한 실제 계산

P는 AC 시스템의 1로 나타낼 수 있는 기본 전력 소비량이며, P’는 배전 효율 변화 이후의 전력 소비량이다. 위의 수
식에서 기타 다른 값들은 도표 3에서 일반 값들과 함께 정의된다.

도표 3 – 전력부하감소 계산을 위해 사용한 변수들
변수

설명

일반적 값

Δη PD

배전 효율 변화

IT P

백분율로 나타낸, IT 부하로 인해 소비되는 데이터 센터의 전체
소비전력(%)

45%

PD P

기준 배전으로 인해 소비되는 데이터 센터의 총 전력(%)

5%

ACP P

부하에 따라 변화하는 냉난반기의 전력손실로 인해 소비되는
데이터 센터의 총 전력(%)

25%

LP

조명부하로 인해 소비되는 데이터 센터의 총 전력(%)

2%

ACF P

냉난방기의 고정 전력 손실로 인해 소비되는 데이터 센터의 총
전력(%)

23%

입력 변수

이 값들이 위의 데이터 센터의 총 전력감소 방정식에 대입될 때, 배전 효율 변화로부터 총 소비전력량의 변화 결과는
0.75에서 1이 된다. 즉, 1%의 배전 효율 변화는 0.75%의 전체 전력감소를 야기한다. 데이터 센터에서 소비전력의 총
변화는 배전 효율의 변화보다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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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결과는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의 상당 부분이 (특히 냉각 시스템) 배전 시스템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배전 전력 손실을 감소시키는 것이 냉각 전력 손실의 고정 요소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냉각 전
력 손실(냉각 부하에 따라 변화하는 손실)의 비례적 구성요소에 영향을 줄 뿐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그리 놀라운 것
이 아니다.
이 계산이 이전 섹션에서 설명한 AC와 DC 배전 효율 결과에 적용될 때, AC 방식으로부터 DC 방식으로 변환함으로써
얻은 1.25%의 배전 효율 향상이 전체 전력소비량에 있어 0.94%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것이 밝혀진다.

이 연구결과는 다른 연구에서 사용된 정보와 직접적으로 모순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많은 피상적 분석들이
380 V DC로의 변환에 의해 절약되는 전력량(watt)이 데이터 센터의 총 전력량에 대해 “두 배 혹은 네 배의 절감효
과”를 낳는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배전과 관계없이 절약되는 유일한 전력량은 비례 손실, 즉 부하에 따
라 변화하는 냉각 손실 전력의 일부분이다. 효과적으로 설계된 현대 데이터 센터에서는 배전에서 절약되는 전력량
1 watt는 단지 데이터 센터의 총 전력량에서 1.2watt만을 절약하게 된다.

AC 대 DC 효율 계산기
그림 9에서 APC TradeOff Tool은 다른 조건에서의 전력경로의 효율 백분율과 전체 입력 전력 감소율 백분율을 결정
한다. 전력경로효율과 전체 입력 전력 손실 감소에 다양한 전력경로요소의 효율성을 변화시킴으로써 나타타는 영향
은 이 도구를 사용하여 탐구할 수 있다.

전통적인 AC 전원의 데이터 센터는 일반적인 효율값을 가지는 AC UPS, PDU 그리고 208V AC IT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하는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를 보여준다.. 가장 좋은 예인 AC의 경우는 최신 고효율 AC UPS, PDU, IT 전력공급
장치를 갖춘 신 데이터 센터를 잘 보여준다. 400 V AC의 경우 가장 좋은 예인 AC와 동일한 현대적인 구성요소를 사
용하지만, PDU와 관련 변압기 손실이 없으며 208 V AC보다 0.5%(그림 8에서 보이는 초록색과 노란색 곡선 사이의
차이)의 효율 이점이 있는 230 V AC에서 작동하는 IT 전력공급장치를 전제로 한다. 380 V DC의 경우는 PDU를 사용
하지 않으며, 그림 7에서 볼 수 있듯이 208 V AC보다 1.5%의 효율혜택을 지닌 이상적 DC UPS와 IT 전력공급장치를
사용한다. 모든 경우에 동일한 배선 효율성이 가정된다.
이 효율성 측정 계산표에서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주요한 변수들은 슬라이더를 끌어 조정 가능하다. 이 도구는
본 논문에서 기술한 것처럼 50% 부하율을 토대로 한 모든 변수들에 대한 기본값에서 시작할 수 있다.
계산기 도구에서 제시되는 “개체 열 부하 당 냉각 손실” 기본값은 일반적인 50% IT 부하에 대한 값이다. 100%에 가
까운 IT 부하에서 작용부하를 모델링할 때 사용자는 매뉴얼에 따라 “단위 열 부하 당 냉각전력의 손실”을 하향 조정하
여 완전부하에서의 냉각 효율 증가를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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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델은 입력 전력 감소 계산에 있어 2%의 조명부하를 전제로 한다. 네트워크 작동 센터와 같은 추가적 고정 부하
가 존재할 경우 입력 전력 손실 감소 백분율은 어떠한 조건에서도 낮아질 것이다.

그림 9 – 배전구조의 비교를 위한 AC vs. DC 계산기 도구
데이터 센터의 AC vs. DC 계산기가
데이터 센터의 다양한 AC 와 DC 배전 구조의 효율에 미치는 효과
도구에 관하여

효율

입력
구형 AC UPS 의 효율

DC UPS 의 효율

효율성

최신 AC UPS 의 효율

배전 방식에 따른 전력경로의 효율

구형 AC
가장 좋은 AC 의 예
415 V AC
380 V DC

AC PDU 의 효율
구형 AC 와 관계하는 전력경로증가효율
배선 효율
증가효율

구형 AC 전력공급장치의 효율

가장 좋은 AC 의 예
415 V AC
380 V DC

최신 AC 전력공급장치의 효율
DC 입력에 의해 방지되는 전력공급손실

고정 냉각전력 손실의 분수율

전력감소율

개체 열부하 당 냉각전력의 손실

구형 AC 와 관계하는 데이터 센터의 총 전력 감소

가장 좋은 AC 의 예
415 V AC
380 V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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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에 대한 특별 고찰
일반적으로 북미 데이터 센터의 배전 효율은 변압기 기반의 배전 장치를 계속 사용함으로 인해 다른 지역 데이터 센
터의 효율보다 더 낮다. 북미에서는 UPS 전력이 IT 부하로의 배전을 위해 전압을 3단계 208/120 V AC까지 PDU 변
압기로 낮추는 3단계 480/277 V AC에서 일반적으로 작동한다. 대조적으로 북미 이외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어떠한
전압 감소 변압기도 사용하지 않고 부하에 직접 제공되는 3단계 400/230 V UPS 전력을 사용한다. 전압 감소 변압기
는 특히 설치된 전압 감소 변압기의 평가 등급이 UPS 의 평가 등급보다 일반적으로 훨씬 더 크므로 대부분의 설계에
서 상당한 전력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것은 변압기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고밀도 데이터 센터에서는 변압기가 상당한 바닥 면적을 차지하며 상당한 바닥 하중 부하를 일으키는 큰 요
인이기도 하다.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논의 및 북미에서의 415/240 V AC 배전 시스템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PC 백서 #128, 개선된 고밀도 배전의 사용을 통한 데이터 센터 효율성 개선 참고.

북미의 몇몇 시설에서 기존의 480/277 V 전력을 400/230 V 표준 전력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자동 변압기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할 수 있다. 여기서 자동 변압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변압기의 kVA 평가 등급이 17%를 넘지 않는 고효율
의 변압기를 의미한다. 자동 변압기가 필요한 북미의 시스템에 관한 한, 배전 시스템의 효율은 자동 변압기의 전력 손
실로 인해 감소될 것이다. 이로 인해 북미의 몇몇 AC 배전 시스템의 효율은 약 1%쯤 감소될 것이다. 그러나 OEM 제
조업자들 사이에는 북미의 480/277 V 시스템에 이미 존재하는 전력공급장치의 입력범위를 확장하여 277 V AC를 포
함시키자는 논의가 있다. 이것이 성공한다면 자동 변압기의 필요성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림 8의 전력공급효율곡
선에 나타나 있듯이 (빨간 곡선과 노란 곡선 사이의 차이) 즉 전력 공급효율의 상당한 증가로 인해 AC 배전 시스템은
380 V DC 시스템과 거의 동일하거나 그것보다 약간 더 높은 전반적인 효율을 지닐 수도 있다.

IT 부하 변화가 효율에 미치는 효과
본 논문에서 전력경로의 효율 비교는 50%의 IT 부하에 대해 산출되었다. 배전 시스템의 효율은(전체 데이터 센터의
효율은) IT 부하 함수에 따라 변화한다. 효율성과 IT 부하의 관계는 APC 백서 #113,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기 효율성

모델링에 나온대로 정확하게 모델링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효율 비교는 IT 장비 내의 파워서플라이의 효율을 포함하고 있다. 총 IT 부하가 실제 데이터 센터에서 변
화하는 이유는 주로 기존의 IT 장비에 가해지는 부하의 변화보다도 IT 장비의 변화량 때문이다. 그 결과, 데이터 센터
에서 총 IT 부하의 변화는 UPS에 가해지는 부하에 반영되지만 일반적으로 독립 파워서플라이의 작용 부하와는 관계
가 없다. 전력이 UPS로부터 나와 배선을 거쳐 IT 전력공급장치를 통해 IT 부하까지 흐르기는 하지만, 이것이 모든 이
장비들이 동일한 백분율 평가 등급, 즉 동일한 작용 부하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총 전력은 일
반적으로 수천 개의 IT 장비들 속으로 흘러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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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력용량에서 작동하는 데이터 센터를 고찰해보자. UPS가 5%의 작용 부하, 즉 5%의 전력 용량에서 작동한다는
것을 타당하게 여길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개별 하류 IT PSU에 가해지는 작용 부하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도 하지
못한다. UPS에 가해지는 5%의 작용 부하는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

100%의 정격 입력 전력에서 작동하는 소수의 IT 장비들

•

5%의 정격 입력 전력에서 작동하는 IT 장비(20배의 개수)

•

1%의 정격 전력에서 작동하는 IT 장비(100배의 개수)

UPS에 가해지는 5%의 작용 부하는 그것이 공급하는 모든 IT 장비들의 총 작용 부하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IT
장비의 개별 작용 부하는 서로 상관하지 않으며, UPS에 가해지는 5%의 작용 부하와도 역시 관계하지 않는다.
이것은 부하와 상관없이 배선이 효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의 전력 경로의 세 부분 중에서
IT 부하가 변함에 따라 데이터 센터의 총 효율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AC 혹은 DC에서의 부하에 따
른 UPS 효율 변화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IT 부하 변화가 효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AC 혹은 DC가 변화하는 IT의 작용 부하에서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라고 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따라서 IT 부하가 본 논문의 분석과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연구 결과의 신빙성
DC와 AC의 배전 시스템의 효율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수학적 계산식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또한 어떠한 배전 장
비도 100%의 효율을 지닐 수 없다는 사실도 분명하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한 DC 구조의 효율 이득은 출판물에
서 통용되어온 숫자들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본 논문은 다음 효율 분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주요 값들을 제시한다.

1.

AC UPS 시스템 효율

2.

DC UPS 시스템 효율

3.

IT 전력 공급 장치(PSU, 파워서플라이)를 DC 운영으로 변환시킴으로 가능한 효율성 향상

이 세 가지 값들의 불확실성은 효율 비교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값들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심
화된 연구 혹은 새로운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로 간주하는 일은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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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UPS 효율
AC UPS 효율과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 사용된 값은 제3자에 의해 확증된 효율 성능을 지닌 오늘날 사용되는 실제 제
품을 토대로 한다. APC에서 곧 시장에 출시될, 동일한 혹은 조금이라도 더 나은 효율 성능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다
른 제품들을 알고 있다. 분명히 훨씬 효율이 떨어지는 많은 구형 AC UPS 제품들이 아직도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고
효율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려면 고효율 UPS의 사용을 보증해야 한다. 이때 향후 몇 년 동안은 최상급의 AC UPS 효
율에 있어 극적인 향상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DC UPS 효율
DC UPS 효율과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 사용된 값들은 제조자의 주장을 토대로 하였지만, 데이터 센터의 고효율 배전
을 위한 어떠한 DC UPS도 제시하지 않았다. DC UPS가 AC에서 DC 방식으로 변환시킨다는 것, DC UPS가 조정된
출력을 제공한다는 것, 그리고 DC UPS가 전력 인자로 인해 수정된 입력을 주요 시설에 제시한다는 것은 틀림없다.
이러한 제한 하에 96% 보다 더 높은 효율을 얻게 해주는 DC UPS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증명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현재, DC UPS와 유사한 실제 상업적 장비의 가장 좋은 예는 광전지 유틸리티 상호 인버
터(photovoltaic utility-interactive inverter)이며, 이것은 효율성이 최적화되었으며 기술적으로는 역전류(reverse
power flow)로 작동하는 DC UPS 장치이다. 캘리포니아 에너지국에서 인용하고 있는 데이터를 검토해 보면 최상의
성능인 96%일 때 50% 부하에서 94% 정도의 효율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DC UPS 모델의 추정 효율인
96%가 타탕함을 확실히 확인시켜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PC에서의 연구는 DC UPS 시스템의 효율을 96% 이상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결과 최적화 된 DC UPS는 거의 상용화 되어 있는 AC UPS 만큼의 큰 효율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최적화가 가능하다면 최상의 DC와 AC의 배전 시스템은 DC로의 변환에서 야기되는 IT 전력공급 상에서의
효율 이득(efficiency gain)이 유일한 차이점이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동일한 효율을 지니게 된다.

IT 전력 공급을 DC 방식으로 변환하여 얻을 수 있는 효율 향상
IT 전력 공급(PSU, 파워서플라이) 시스템을 380 V DC 입력으로 변환하면 효율이 증가한다는 것에는 일반적으로 이
의가 없다. 본 논문은 새로운 AC 전력 공급 장치들이 넓은 부하 범위에 걸쳐 90% 이상의 효율값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을 보여준다. 실제로 2008년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 몇몇 모델들은 이미 94%라는 최고의 효율값을 얻는 데 성공하
고 있다. 이것은 DC 전력 공급 장치가 100% 효율을 보인다 할지라도 DC 전력 공급 장치들에 있어 최대 이론적 효율
증가는 겨우 6% (100% - 94% = 6%)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 이러한 분석의 목적을 위해 1.5%의 향상율이 Sun Microsystems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사용되었다.
이러한 향상율이 얻어졌다는 사실이 1.5%의 효율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지 혹은 어떤 가능한 향상율이 얻어질 수 있
는지와 같은 물음에 답을 줄 수는 없다. 다음 논의에서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여 전력 공급 장치가 DC 작동 방식으
로 변환되었을 때의 효율 증가율을 결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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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U는 다음 두 가지 주요 기능을 한다.
•

연산회로를 유입되는 전력 공급으로부터 안전하게 분리시키는 기능

•

유입 AC 전력을 조정된 12 V DC로 변환시키는 기능

DC 배전을 사용한다고 해도 안전하게 절연시킬 필요성과 조정된 12 V DC를 제공해야 하는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AC에서 DC로 변환하는 PSU의 몇몇 회로들은 DC 배전이 사용될 때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Sun
Mycrosystems에 의한 최근 출간물은 PSU를 AC로부터 DC 입력 작동 방식으로 전환하였을 때 잠재적 효율 증가를
얻을 수 있다는 계량적 통찰을 보여준다. 그림 10에서 PSU 서버 내에서의 전력 활용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볼 수 있
다. “DC로 인한 제거(Eliminated with DC)”이라고 쓰여 있는 항목들은 PSU를 DC로 변환한다면 분명히 나타나지 않
을 손실들이다. “DC로 인한 감소(Reduced with DC)”라고 써있는 항목은 백피드 방지에 대한 필요성으로 인해 감당
하지 않을 수 없는 손실이다. 그러나 이 손실은 PSU를 DC 방식으로 변환한다면 최대 약 50%쯤 감소될 수 있다.

그림 10 – DC 입력으로 변환함으로써 제거 또는 감소가 가능한 손실을 보여주는
서버 전력 공급 장치(PSU) 내에서의 손실 분석12

DC 로 인한 감소
DC 로 인한 제거
emi 필터

펜(2 개)

입력 브리지

바이어스

입력 pfc 펫(fet)

pcb 의 정적 손실

부스트 다이오드
Pfc 초크

진동제어장치의 손실

총 브리지 펫
변압기, 총 브리지
출력 다이오드
출력 초크
오링 펫

출처: Sun Microsystems

그림 10에서 PSU의 약 20%의 손실이 DC로의 변환에 의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감소된 손실이
전력 공급의 효율을 얼마나 증가시키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 계산식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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η이 AC 전략 공급 효율이면, η'은 DC 입력 방식으로의 변경 이후에 나타나는 효율이다. PSLR은 DC 변환으로 인한
전력 공급 손실 감소량이다. 전력 공급 효율이 가장 좋은 91.5%이고 DC 방식으로의 변환을 통해 전력 공급 손실의
감소가 발생한다고 가정한다면 효율 향상률은 1.58%가 된다.
효율 증가가 전력 공급의 초기 효율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음을 유의하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DC로의 변환으로부
터 얻는 증가 효율은 보다 낮은 효율을 지닌 전력 공급 장치에서 보다 높을 가능이 있다. 그러나 미래의 고효율 데이
터 센터에서는 효율적인 전력 공급 장치들이 필수불가결하며 겨우 1.5%쯤 되는 효율 증가가 가능하다고 가정해야만
한다.
현재의 IT 장비에서 PSU의 효율성이 90% 이상이라고 가정하면 이 계산식을 통해 IT 장비로의 전력 공급을 DC 방식
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얻는 효율 증가는 약 1.6%쯤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결과는 “DC/DC 전력 공급은 일반적
으로 AC/DC 전력 공급보다 1 – 3% 더 효율적이다”라고 주장한 Sun Microsystems에 의한 최근 발표의 결론과 일치
한다. 이것은 또한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에 실행된 DC 전력 공급형 데이터 센터 실험 프로젝트로부터 얻은 결과
인 약 2%의 향상율과 일치하기도 한다.14

신빙성 개요
AC와 DC 배전 시스템의 비교에서 사용된 수치값은 상당히 믿을 만하다. DC와 AC UPS 효율값은 사용된 효율값에
서 1% 이하쯤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선 손실은 극히 소량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 전력 공급 효율은 4% 이
상 정도 향상되어 AC와 DC 시스템에 이득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AC에서 DC로의 변환으로부터 얻는 효율 증가는
90%의 효율을 지닌 전력 공급 장치에서 약 1.6% 쯤으로 제한되고, 94%의 효율을 지닌 전력 공급 장치에서는 약 1%
쯤으로 제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면 DC 시스템이 AC 시스템에 비해 몇 퍼센트의 추가 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 조건이 성립된다면, 이것은 본 연구의 기본 사례와 비교했을 때 DC 방식의 배전 이득을 약 1.5%까지 증
가시키고 이에 상응하게 1.1%의 데이터 센터 총 소비 전력을 감소시킬 것이다. 그러나 북미의 AC 시설의 효율을 약
1% 쯤 향상시킬 수 있는 277 V AC라는 표준 전력 공급으로의 변환 가능 또한 존재한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이는
AC와 DC 배전 방식을 동일한 위치에 효과적으로 위치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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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출판물들은 어떤 방식으로 잘못된 효율값을
얻게 되었는가?
본 연구의 결과는 출판된 많은 논문들의 주장과 극히 차이를 보인다. 효율 증가값을 언급하는 대부분의 출판 논문들
은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에 의해 발행된 한 보고서에서 행해진 진술을 회상케 한다.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
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28%를 웃도는 향상율이 일반 데이터 센터

에서 가능하다. 이것은 증명된 것처럼 DC 배전 시스템이
오늘날 데이터 센터에서 발견되는 일반 AC 시스템보다
28% 이하의 전력 에너지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데이터 센
터의 HVAC 부하가 IT 부하와 일반적으로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은 배전과 변환에서 나타나는 28%의 효율 향
상이 시설의 총 효율성 수준을 28%까지 향상시킨다는 것
을 의미한다.”
문제는 광범위하게 인용되는 위의 진술이 독자를 잘못 인도

상충되는 결과들을 주의하시오.
본 논문과는 상당히 다른 결론에 대해 가정
상의 오류, 관련된 효과, 혹은 과장된 절대
계량값을 확인해야만 한다.

주의 사항

• 96% 초과의 DC UPS 효율

하여 새로운 시설에서 DC 방식의 사용이 AC 방식보다 시

• 96% 미만의 AC UPS 효율

설 효율을 총 28% 쯤 향상시킨다는 것을 믿게 한다. 여기서

• AC 와 DC 작동 방식 사이에 나타나는 2% 이상

28%의 총 시설 효율 향상은 이 보고서보다 30 배 정도 더
높은 것이고,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
구소의 보고서 중 탭 ES3에서 볼 수 있듯이 28% 라는 수

의 전력 공급 효율 차이
• 변압기가 없는 400/230 V 이외의 AC 배전과 비
교

치는 IT 장비의 전력 공급이 DC 시설에서 19% 쯤 더 효과

• 제 3 자에 의해 확증되지 않은 효율 데이터

적일 것이라고 전제함으로써 얻어진다. DC 시설은 분명히

• 백분율로 환산된 전력 경로 상의 전력 절약율을

새로운 전력 공급 장치를 나타내는 경우가 아니다. 로렌스

초과하는 데이터 센터의 총 전력 절약율이 가능

버클리 국립연구소의 보고서의 내용 자체는 2% 이상의 새

하다는 주장 (몇몇의 고정 손실로 인해 백분율로

로운 전력 공급 효율 증가를 주장하지 않는다. 28%라는 수

환산된 총 절약율은 항상 전력 경로의 절약율보

치는 또한 상용화된 AC UPS 시스템보다 11.2%가 적은 효

다 적을 것이다.)

율인 85%의 AC UPS를 전제로 한다. 게다가 위의 진술은
시설의 총 효율 수준을 감소시키는 냉각 장치에서의 고정
손실을 설명하지 못한다.

• 배선 손실에 있어 AC 와 DC 간의 상당한 차이(배
선 손실은 본질적으로 양쪽 모두 동일하다.)
• AC 와 DC 조건 상의 모든 각 부분에 있어 가장
잘 알려진 효율들의 통합 불가능

위의 부적절한 가정들로 인하여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
소의 보고서에 28%라는 수치가 나타났으며 반면 본 논문
은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에 있어 DC 이득이 겨우
0.94%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힌다. 로렌스 버클리 국

• DC 배전을 다른 효율 향상율 혹은 IT 부하 감소
방식과 혼합시키는 연구들
• 특히 규모가 큰 시설에서 절대값, 즉 달러, 와트,
혹은 서버에 나타나는 절약율

립연구소의 보고서에 인용된 계산들이 UPS와 전력 공급

이 부정확한 가정과 분석적 왜곡으로 인해 잘못된

효율에 대한 적절한 값에 맞추어 조정된다면 그 보고서의

결론을 내림으로써 DC 배전의 장점을 과장할 가능

결론은 본 논문과 일치할 것이다.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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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기존 데이터 센터의 배전 시스템에 있어 상당한 손실이 존재하며, 새로운 데이터 센터에서 또한 가능하다면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서 이러한 손실을 줄이는 것은 모든 데이터 센터의 운영자들의 관심사항이다.
오늘날 건설된 데이터 센터에 있어 현실적으로 AC 배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보안 규정, 배전 장치 그리
고 380 V DC 입력 방식을 사용하는 IT 제품이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고객들은 새로운 고효율 AC
설계를 할 수 있으며 해야 한다. 그리고 오늘날 초 고효율 배전을 실현시키기 위한 솔루션이 사용 가능하다.
향후 고객들과 판매자들은 DC 방식이 AC 방식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인지를 고려해야만 한다. 올바르게 설
계된 최신 고효율 AC 배전 시스템이 지닌 효율은 무엇보다도 너무 높기 때문에 대안으로 제시되는 DC 방식이 상당
한 향상율을 가져올 여지는 거의 없다. 이론적인 380 V DC 구조의 결과는 가능한 최선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율을 겨우 0.94% 밖에 줄이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도표 2 참고)
배전 시스템에서 약 1%의 향상율을 얻는 게 목적이라면, 북미에서는 이를 이루는 가장 빠른 방법은 배전 표준을 380
V DC가 아니라 277 V AC로 변환하는 것이다. 277 V AC 배전은 380 V DC와 같은 효율을 낳고, 기존 장비와 표준을
사용하며, 혼합 환경에서 사용하기가 더 용이하고, 거의 즉각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효율 증가를 조금이라도 얻는다면 그것은 가치가 있는 일이다. 그러나 십 년에 걸쳐 1%도 되지 않는 효율 증가를 위
해 IT, 공학, 시설, 그리고 전력 산업을 크게 변화시킨다는 것은 정당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특히 전력 총 소비량에
서 약 20%인 거의 20배나 되는 효율 증가를 데이터 센터의 냉각 시스템 개선에 집중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있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 실제로 냉각 시스템 설계나 작동 환경을 아주 조금만이라도 조정한다면 데이터 센
터의 전력 소비에 있어 많은 변화들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에 비하면 데이터 센터를 AC 방식에서 DC 방식으로 변환
시킴으로써 가능한 것들을 무시할 만하다.
실제로 모든 일반 논문들은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의 한 보고서에서 불행히도 잘못된 진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
에 DC 방식의 경우를 크게 과장하게 된다. 본 문서는 이러한 잘못된 내용들을 설명하고 정정한다.
오늘날 작동되고 있는, 심지어는 건설 중인 데이터 센터 중, 배전 총 효율이 최적화되지 않은 데이터 센터가 많이 있
다는 것은 사실이며, 이것은 데이터 센터가 사용하는 총 전력의 10%의 낭비를 초래할 것이다. DC 배전 방식은 이러
한 낭비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제안되어 왔지만, 이의 구현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다행히도 실질적으로 같
은 효율 이득을 얻을 수 있으면서 지금 당장 구현할 수 있는, 보다 새로운 AC 방식이 있다. 데이터의 체계적으로 검토
한 결과, DC 배전 방식이 이 문제에 대한 잘못된 해답이라는 입장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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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Neil Rasmussen는 APC의 설립자 및 최고 기술 담당 이사이다. 또한 핵심 네트워크에 대한 전력, 냉각 및 랙 인프라
에 투자되는 세계 최대의 R&D 예산에 대한 기술 지침을 수립하고 있다.Neil은 현재 고효율의 모듈화된 확장 가능한
인프라 솔루션에 대한 연구를 주도하고 있으며, APC-MGE InfraStruXure 시스템의 수석 설계자이다.
Neil은 1981년에 APC를 설립하기 전에 MIT에서 Tokamak Fusion reactor에 대한 200MW 전력 공급의 분석을 연구
해 전기공학 학사 및 석사 학위를 받았다. Neil은 1979년부터 1981년까지 MIT 런던 연구소에서 플라이 휠 에너지 저
장 시스템 및 대양 전력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했다.
James Spitaels는 APC-MGE의 자문 엔지니어이다. 그는 Worcester Polytechnic Institute에서 전기공학 학사 및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 회사에서 16년 동안 근무하면서 그는 UPS, 통신 제품, 아키텍처 및 프로토콜, 장비 인클로저, 그리
고 배전 제품을 개발해왔으며, 복합제품개발팀을 관리해왔다. 그는 UPS와 전력 시스템에 대한 4개의 US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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