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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데이터 센터 냉각라인 전용 퀵 카플러 안내 
 
1. 배경 
    - 데이터센터 전문업체인 프랑스 BULL 사의 냉각시스템에 적용된 CEJN원터치 퀵 카플러 
소개. 
 
2. 제품 정보 

- http://www.cejn.kr/products/fluids/non-drip-brass/ 
 

제품 사진 및 특징 기술 사양 

 
 콤팩트하고 유량이 높아 냉각수 

연결라인에 최적화  
 연결 분리 시 누유가 전혀 없다. 
 안전록킹장치 장착으로 예기치 

못한 분리를 방지 
 컬러 코딩 or 키 코딩 안전기능 

추가로 타 라인과 혼용 방지 
 최대 300℃ 까지 사용가능 
 유량그래프 

 
- 검은색 : 양쪽밸브형 
- 회색: 한쪽밸브형 
- 흰색 : 양쪽 밸브리스형 

정격 유량 지름: 19.0 mm (3/4") 

유량 
양쪽밸브형 : 

306 l/min (67.3 GPM UK) 

한쪽밸브형: 334 l/min (73.5 GPM UK) 

양쪽 밸브리스 803 l/min (176.7 GPM UK) 

사용압력: 20 bar (290 PSI) 

파열 압력: 80 bar (1160 PSI) 

사용 온도: -15ºC — +100ºC (5ºF — +212ºF) 

카플링 재질: 니켈 도금처리된 동 or 스테인레스 
스틸 

니쁠 재질: 니켈 도금처리된 동 or 스테인레스 
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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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표적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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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센터 ̀ 에너지효율`에 눈뜨다

정용철 기자 jungyc@dt.co.kr | 입력: 2015-04-26 19:12

에너지 효율에 무관심했던 공공기관 및 지자체 데이터센터들이 변하고 있다. 운영비용 절감과 중앙 정부

의 에너지 절감 압박에 그린 데이터센터 구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26일 정부 기관에 따르면, 정부통합전산센터를 비롯해 서울시, 국방부, 한국전력 등은 자체 데이터센터

에 전력효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설비를 구축하고 있다. 

44개 기관 1312개 시스템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최대 데이터센터 정부통합전산센터는 최근 외부의 공기

를 끌어와 차갑게 냉각한 뒤 전산장비의 열을 식히는 '외기냉수냉방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항온항습기 팬 및 냉각수 순환펌프도 저전력 제품으로 교체하고, 항온항습계통 제어 및 감시모니터

링 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지자체 데이터센터 중 최대인 서울시 데이터센터도 그린 데이터센터 구현에 적극적이다. 이 센터는 지난

해 공공 데이터센터로는 처음으로 '그린데이터센터 인증'을 받았다. 특히 센터의 조명을 LED로 바꾸고,

서버 가상화를 비롯해 전산실을 '핫존'과 '콜드존'으로 나눠 온도에 따른 집중 냉각 시스템을 구축해 연간

1억원 이상의 전기료를 아끼고 있다.

이와 함께 신규로 구축한 공공 데이터센터도 설계부터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 구축하고 있

는 사례가 많다. 올 초 운영을 시작한 한전 통합ICT센터는 장비의 열을 식힐 때 냉매가스가 아닌 친환경

적인 냉각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설계부터 센터의 창문을 없애 열기를 차단함으로써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 밖에 올 연말 원주로 이전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재 구축 중인 신규 데이터센터에 친환경 소재와

고효율 공조설비를 구축하고 있으며, 국방부 통합전산센터 역시 국방 영역에서 최초로 그린데이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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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을 받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공공 및 지자체 데이터센터의 전력효율지수(PUE)는 3.23으로, 민

간 데이터센터(2.22)와 비교해 약 1.5배, 해외 데이터센터(1.85)에 비해 2배 가까이 에너지 효율이 낮다.

PUE는 1에 가까울수록 에너지 손실이 거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에너지 효율에 무관심했던 공공 데이터센터가 그린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운영비용 절감

이 가장 큰 목적이지만, 에너지 절감이 기관장의 경영성과 중 하나로 평가되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는 분석이다. 또 과거 폐쇄적이던 데이터센터가 ICT 산업의 핵심으로 주목받으면서 첨단 설비는 물론 그

린화 노력까지 외부에 공개해 마케팅을 펼치는 흐름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데이터센터 업계 관계자는 "다소 폐쇄적이었던 공공 데이터센터가 정부의 ICT 활성화 정책에 따라 점차

외부로 공개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첨단 기술은 물론 에너지 효율까지 높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그린화 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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