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우주발사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단품 개발시험에

서부터 최종 시스템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비행시험까

지 단계별로 여러 시험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중 우주

발사체 추진시험설비는 위험물질인 인화성 액체와 액

화산소를 다량으로 취급한다. 따라서 화재, 폭발의 위

험성이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해 발사체 시험대상체 뿐

만 아니라 주변 건물 및 산림으로 화재가 확산될 수 있

다.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적절하고 신속하게 진화하

지 못하면,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소화약제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소화약제로는 물, 포

(foam) 소화약제와 같은 수계 소화약제와 할로겐 화합

물, 이산화탄소와 같은 가스계 소화약제와 분말 소화

약제 등이 있다. 그런데 기존의 소화약제들은 화재 대

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으로 인해 피해를 일으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유류 화재에 봉상으로 주수된 물은 화재를 

확대시킬 수 있으며, 전기화재 시 감전의 위험을 높이고,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취

급 부주의 또는 오작동으로 인한 질식재해의 위험이 높

다1). 한편, 일부 소화약제는 심각한 환경 파괴의 부작용

을 일으켜 사용이 제한되기도 한다. 포 소화약제에 함유

된 과불화옥탄술폰산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로 규정되

어 있으며,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는 오존층 파괴의 주

원인으로 밝혀져, 세계적으로 생산이 금지되었다2). 

이와 같이 대부분의 소화약제들은 뚜렷한 한계와 문

제점을 갖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분무수 

소화설비3,4), 청정소화약제 등과 같은 새로운 소화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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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Dry water is a core-shell structured powder which comprises a very fine water 
core covered with hydrophobic silica particles. Recently, the dry water has attracted 
attention as a new type of fire extinguishing agents. However, characteristics of the dry 
water as a fire extinguishing agent have not been revealed until now. To our best 
knowledge, this is the first work to uncover effects of particle size of the dry water on the 
fire extinguishing performance. Pristine dry water, which has heterogeneous particle size 
distribution, was carefully separated by sieving method into three fractions which were 
a small size (ca. 110 ㎛) fraction, a medium size (ca. 220 ㎛) fraction and a large size (ca. 
400 ㎛) fraction. Microscopic observations confirmed the effective separation of dry 
water’s particle size. In extinguishing tests of wood cribs fire, the medium size dry water 
showed most excellent fire extinguishing performance, as compared to other dry waters 
having small (ca. 110 ㎛) and large (ca. 400 ㎛) particle size. The good performance of the 
medium size (ca. 220 ㎛) dry water may be attributed to the balance between cooling effect 
of the water core and smothering effect of the silica particles. It is also revealed that small 
size dry water has poor flowability than large size dry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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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연구와 개발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이

러한 신규 소화약제 개발과 관련하여, 드라이워터(dry 

water)로 알려진 다량의 물을 함유한 분말에 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있다.

드라이워터는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세 물방울과 소

수성 실리카 입자로 구성되며, 자기 결합(self- assembly)

된 소수성 실리카 입자의 네트워크가 미세 물방울을 둘

러싸고 있는 코어-쉘 구조(core-shell structure)를 갖는다. 

드라이워터는 구성 성분의 대부분이 액체 물임에도 불

구하고 건조분말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저장

과 취급이 매우 편리하다. 또한, 액상 코어는 기계적 스

트레스나 열적 자극에 의해 실리카 쉘 밖으로 방출될 수 

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가스 검출5), 수질 오염 측정6), 

이질 촉매7) 등 여러 분야에서 드라이워터를 활용하려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드라이워터는 미분무수와 분말 소화약제가 결

합된 것과 같은 코어-쉘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소화약제로 활용하려는 연구8)가 시도되었으며, 소규모 

화재 실험에서 일정 수준의 소화 성능이 입증되었다9). 

그런데 선행 연구들은 드라이워터의 소화약제로서

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

문에, 드라이워터의 특성과 소화성능 간의 관계를 구

체적으로 규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드라이워터의 

소화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소화성능을 결정하

는 핵심 특성을 탐구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직까지 관

련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드라이워터는 미분무수와 유사한 미세 크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드라이워터의 입자크기에 따라 소

화성능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일반적인 

드라이워터의 입자크기는 수 ~ 수백 마이크로미터로 

다양하며 입자크기의 분포가 매우 불균일하기 때문에, 

입자크기에 따른 소화성능을 비교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체분리법(sieving method)을 이용하여, 드라이워터를 입

자크기에 따라 분리하였다. 그리고 A급 목재화재 실험

을 통해, 드라이워터의 입자크기가 소화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최초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드라이워터의 입자 

크기가 분말의 유동성과 압축성에 미치는 영향도 정량

적으로 규명하였다. 

2. 실험 방법

2.1 드라이워터의 제조

드라이워터는 소수성 실리카 입자와 물의 혼합물을 

매우 빠르게 교반하는 방법을 통해 쉽고 간단하게 제

조할 수 있다.

화학적 성질이 정반대인 소수성 실리카 입자와 물은 

서로 섞이지 않는다. 그러데 이들의 혼합물을 매우 빠

르게 교반하여 물 입자의 크기를 작게 만들면, 물 입자 

표면에서 소수성 실리카 입자들끼리의 자기 조립

(self-assembly)이 활발해져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소수성 실리카의 네트워크가 물 입자 전체를 

둘러싸게 되면, 실리카 쉘 속에 물 액적 코어가 존재하

는 드라이워터가 완성된다10).

이러한 드라이워터의 형성은 교반의 전단력과 실리

카 입자의 소수성에 의존한다. 충분히 높은 전단력으

로 물 입자를 작게 만들어야 하므로, 고속 블렌더를 사

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소수성이 충분하지 못

한 실리카 입자를 사용하면, 분말이 아닌 겔 형태로 만

들어진다11).

본 연구에서는 드라이워터 제조에 관한 선행문헌

들12-15)을 참고하여, 최적의 제조 조건을 도출하였다. 

먼저 소수성이 우수하며, 규폐증 또는 호흡기 질병과 같

은 인체 유해성이 관찰되지 않은 소수성 실리카를 선정

하였다. 구체적으로, EVONIK(Germany)사의 AEROSIL 

제품 중 R812S 모델의 소수성 실리카 입자를 이용하

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실리카 입자의 물리화학적 성

질은 Table 1과 같다.

실리카 입자와 물을 일정비로 혼합한 후 적절한 속

도로 고속 교반하여 드라이워터를 제조했다. 구체적으

로, 실리카와 물을 1:19의 질량비(실리카 1 : 물 19)로 

혼합했다. 그리고 고속 블렌더(IKFM-2000)를 이용하여 

22,000 rpm의 교반속도로 30초 동안 교반하여, 드라이

워터를 제조했다.

완성된 드라이워터의 개념도와 실제 모습을 Fig. 1에 

나타냈다. 드라이워터에서 물방울을 둘러싸고 있는 실리

카 입자의 소수성 성질 때문에, 내부 코어의 물이 실리카 

쉘 밖으로 쉽게 나오지 못하며, 겉보기에는 분말과 같은 

형태를 나타낸다. 실제로 완성된 드라이워터의 모습을 

참고하면, 분말과 같은 유동성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1.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hydrophobic silica 
particle16,17) 

BET Surface Area 195∼245 m2/g

Tapped density 50 g/L (20℃)

Static contact angle 118 ± 1°

pH 5.5∼9.0

Surface modification hexamethyldisilazane

Human experience
Silicosis or other product specific illnesses of 

the respiratory tract were not observed

Skin and Eye irritation Rabbit: not irr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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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e and image of dry water. 

2.2 드라이워터의 입자크기 분리

표준체를 이용한 체분리법(sieving method)을 통해 

완성된 드라이워터를 입자크기 별로 분리하였다. 과량

의 분말을 체질할 경우 크기가 큰 입자가 체 눈을 막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드라이워터를 소량씩 넣어가며 체

질을 수행하였다. 또한 과한 힘으로 체질을 수행할 경

우, 미세 물방울 코어끼리 결합되어 입자 크기가 달라

지거나 입자의 형태가 변형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적

은 힘으로 세심하게 체질을 수행하였다. 

드라이워터의 입자크기 분리에 사용한 체 눈의 크기

는 850, 700, 500, 300, 150 및 75 ㎛이며, 체 눈 크기를 

단계적으로 줄여가며 입자크기를 분리하였다. 이때, 

850 ~ 500 ㎛의 체 눈에 걸린 드라이워터는 양이 많지 

않아 따로 모으지 않았고, 75, 150 및 300 ㎛의 체 눈에 

걸린 드라이워터만 사용했다.

구체적으로, 75 ㎛의 체 눈에 걸린 드라이워터를 

Small-size DW(dry water)로 표시했다. 그리고 150 ㎛ 및 

300 ㎛의 체 눈에 걸린 드라이워터를 각각 Medium-size 

DW 및 Large-size DW로 표시했다. 또한, 입자크기를 

분리하지 않은 초기 드라이워터를 Pristine DW으로 표

시하고, 입자크기가 구분된 샘플들과 함께 비교하였다.

2.3 광학현미경을 이용한 관찰 및 입자크기 분석

제조된 드라이워터의 실제 모습과 입자크기를 확인

하기 위하여, 광학현미경(EGVM-452M)을 이용하여 입

자의 모습을 관찰하였다. 그리고 체분리법으로 입자크

기를 구분한 Small-size, Medium-size 및 Large-size DW 

샘플들의 경우, Image J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진에 

촬영된 실제 입자들의 크기를 분석하였다.

2.4 유동성 측정

드라이워터는 90 wt% 이상의 수분을 다량으로 함유

하지만, 분말과 같은 형태이므로 분말 소화약제의 방

식으로 소화에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드라이워터에 

대해 유동성과 같은 분말 특성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안식각과 압축률을 통해 드라이워터

의 유동성을 평가하였다. 안식각은 제조된 드라이워터 

50 mL를 깔때기에 부어주면서 쌓이는 원추의 높이와 

각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유동성이 낮은 응집 분말은 

큰 안식각(> 60°)을 나타내며, 유동성이 높은 분말은 

작은 안식각(< 25°)을 나타낸다18).

압축률은 드라이워터 50 mL를 실린더에 넣은 후 

tapping을 수행한 후 다음 식(1)통해 계산하였다. 

 


× (1)

여기서, 은 tapping 전의 초기 부피를 의미하며, 
는 tapping 후의 최종 부피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유동

성이 낮은 응집 분말은 높은 압축률(> 40%)을 나타내며, 

반면 유동성이 높은 분말은 낮은 압축률(20% 미만)의 특

성을 보이게 된다18). 

2.5 A급 목재화재 소화실험

입자크기에 따른 드라이워터의 소화성능을 평가하

기 위하여, Chattawaty(19)의 소화실험을 참고하여 실험

실 규모의 A급 목재화재 소규모 소화실험을 진행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Fig. 2에 표시한 것과 같은 실험장치

를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환기가 원활한 연

소챔버(폭 750 mm × 높이 750 mm × 깊이 1,300 mm) 

내에서 소화실험을 진행하였다. 연소에 사용한 소나무 

목재의 크기는 길이 150 mm, 높이 30 mm 및 깊이 30 

mm이다. 실험의 정확도를 위하여, 105℃로 유지되는 드

라이오븐에서 24시간 이상 건조한 목재를 사용하였다.

연소챔버의 중앙에 목재를 6단으로 쌓았다. 구체적

으로, 1 ~ 2단에 각각 3개, 3 ~ 4단에 각각 2개, 5단에 

3개 및 6단에 2개의 목재를 쌓아 연소실험을 준비하였

다. 이는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에 

의한 A급 1단위 모형의 90개의 소나무보다 1/6 모형에 

해당된다. 그리고 3단 목재 사이에 열전대를 설치하여, 

Fig. 2.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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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진행되는 동안 목재 심부의 온도를 측정하였다. 

연소는 목재 하부의 연소대에 담긴 n-Heptane 10 mL

를 점화하여 시작하였다. 화재가 최성기에 도달할 때

까지 2 분간 자유연소를 실시하였으며, 자유연소 후 분

사장치에 담긴 드라이워터를 분사하여 소화성능을 측

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소화약제 분사장치는 저장용기의 내용

적이 1.200 mL로 내용적의 약 80%(1,000 mL)를 드라이

워터로 충전하였다. 이는 일반 수동식 소화기 충전량

의 약 1/6로 소화약제 투입량을 축소하여 실험을 진행

하였다. 이 후 압력조정기를 통해 0.2 MPa의 압력으로 

드라이워터를 10초 동안 분사하였다. 드라이워터 분사 

후, 가압용기 밸브를 닫은 뒤 목재 화재의 소화여부를 

확인하였으며 분사장치 내 드라이워터의 잔류량을 점

검하여 분사량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드라이워터의 

분사량에 따른 유동성과 소화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

다. 한편, 소화성능의 재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각 샘

플별로 동일한 소화실험을 3회 실시하였다.

드라이워터의 소화성능은 화염억제시간(flame suppression 

time)과 목재 심부 잔염의 소화시간(extinguishing time)

을 측정하여 평가하였다. 화염억제시간은 드라이워터 

분사 후 화염이 사라지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여 계

산하였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영상기록장치를 이용

하여 화염을 모습을 기록한 후, 프레임 단위로 구분하

여 화염억제시간을 측정하였다.

목재는 화염이 소멸되더라도 잔염으로 다시 연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재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목재의 

온도가 200℃ 이하로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19). 본 연

구에는 이러한 목재 화재의 특성을 반영하여, 드라이

워터 분사 후 목재 심부의 온도가 200℃ 이하로 떨어

지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여 잔염의 소화시간을 계

산하였다.

2.6 열중량 분석

화염보다 낮은 온도에서, 드라이워터에 함유된 수분이 

효과적으로 증발한다면, 냉각소화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드라이워터의 온도에 따

라 얼마나 기화되는지 정량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PerkinElmer사의 Pyris 1 TGA 장비를 이용하여 열중량 

분석(Thermogravimetric Analysis: TGA)을 실시했다.

3. 실험 결과 및 검토

3.1 초기 드라이워터의 입도 분포

본 연구에서 제조하고 입자크기를 분리하지 않은 초

Fig. 3. Microscopic image of pristine DW. 

Fig. 4.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pristine DW.

기 드라이워터(Prinstine DW)의 광학현미경 사진을 Fig. 

3에 나타내었다. Fig. 3을 참조하며, 드라이워터는 미세

한 물 액적이 실리카 나노입자에 의해 코팅된 코어-쉘 

구조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드라이워

터 제조 시 고속 블렌더에 의해 물방울들이 불규칙적

으로 분할되기 때문에, 입자크기를 구분하지 않은 드

라이워터(Prinstine DW)는 매우 다양한 크기로 구성되

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준체를 이용하여 입자크기별로 구분한 후, 각각의 

체 눈에 모아진 드라이워터의 부피를 측정하여 Fig. 4

와 같이 초기 드라이워터(Pristine DW)의 입자크기분포

를 분석하였다. Fig. 4를 참조하면, 초기 드라이워터

(Pristine DW)에는 38 ~ 299 ㎛ 크기의 입자가 90 vol%

이상 분포하며, 500 ㎛ 이상의 크기를 갖는 입자는 매

우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38 ~ 299 ㎛ 사이의 

입자들은 크기가 증가할수록 분포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2 입자크기가 분리된 드라이워터의 입도 분포

본 연구에서는 실험방법에 설명한 것과 같이,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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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mall-size DW (b) Medium-size DW

(c) Large-size DW

Fig. 5. Microscopic images of sieved dry water. 

Fig. 6. Particle size distributions of sieved dry water. 

Table 2. Maximum, minimum and average particle sizes of 
sieved dry water 

Samples
Particle size

Maximum Minimum Average

Small-size DW 194 ㎛ 46 ㎛ 110 ㎛

Medium-size DW 349 ㎛ 118 ㎛ 220 ㎛

Large-size DW 506 ㎛ 274 ㎛ 400 ㎛

드라이워터(Pristine DW)의 38 ~ 299 ㎛ 입자들을 다시 

Small, Medium, Large의 3가지 크기로 분리하였다. 

Fig. 5를 참조하면, 체분리법을 이용하여 드라이워터

의 입자들을 크기에 따라 효과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이한 점으로는 크기가 가장 

작은 Small-size DW의 경우, 물 방울이 없이 실리카 입

자만 뭉친 형태가 다수 관찰되었다. 

체분리법으로 구분된 드라이워터 입자들의 실제 크

기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미지 분석을 실시하였

다. 구체적으로, 각 샘플의 사진에서 200개 정도의 입

자를 선정하여 Image J 프로그램으로 입자 크기를 측

정하고, 분석 결과를 Fig. 6 및 Table 2에 나타냈다.

Fig. 6을 참조하면, Small-size DW와 Medium-size DW

의 입도분포는 정규분포 형태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

다. 반면에 Large-size DW의 경우, 쌍봉(Bimodal) 형태

의 입도분포를 나타냈다. 그리고 각 샘플들의 중앙값 

위치가 충분히 분리되어 있어, 드라이워터의 크기 분

리가 잘 이루어진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Image J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샘플의 평균 

입자크기를 측정한 결과, Small-size DW의 평균 입자크

기는 약 110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Medium-size 

DW와 Large-size DW의 평균 입자크기는 각각 약 220 ㎛

와 400 ㎛인 것으로 나타났다.

3.3 드라이워터의 유동성

Fig. 7은 초기 드라이워터(Pristine DW)와 입자크기에 

따라 구분된 드라이워터(Small, Medium, Large-size 

DW)의 안식각 및 압축률 측정 결과를 나타낸다. Fig. 7

을 참조하면, 드라이워터의 입자크기가 작을수록, 안식

각과 압축률이 증가하여, 유동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입자크기를 분리하지 않은 Pristine 

DW의 안식각과 압축률은 Small-size DW와 유사한 것

으로 나타났다. 

드라이워터와 같은 분발의 유동성이 증가하기 위해

서는, 입자 사이의 응집력을 극복하기 위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입자 크기가 작을수록 입자간 응집력이 많

이 작용하여 유동특성이 저하되는 반면, 입자 크기가 

커지면 물 액적의 중량으로 응집력을 보다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Fig. 7. Angle of repose and compressibility of dry water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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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열중량 분석 결과

Fig. 8은 초기 드라이워터(Pristine DW)를 20℃/min의 

승온 속도로 800℃까지 열중량 분석을 수행한 결과이

다. 온 시작과 동시에 드라이워터의 중량이 급격하게 

감소하지만, 약 190℃에 이후에는 변화하지 않고 약 5 

wt%의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방법에서 설명한 것처럼, 초기 드라이워터(Pristine 

DW)는 95 wt%의 물과 5 wt%의 실리카로 구성되어 있

다. 따라서 TGA 결과와 드라이워터의 성분을 함께 고

려하면, 드라이워터에 함유된 물이 약 190℃이하의 온

도에서 완전히 기화되며, 이를 통해 냉각소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드라이워터를 

구성하는 5 wt%의 실리카는 800℃까지도 사라지지 않

고 유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5 입자크기에 따른 드라이워터의 소화성능 비교

드라이워터의 입자크기에 따라 화염억제시간(Flame 

suppression time)과 잔염 소화시간(Extinguishing time)의 

소화성능을 비교한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모든 소화실험에서 입자크기에 관계없이 드라이워

터가 분사된 후 약 3초 이내에 화염이 억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화염억제시간의 3회 평균값을 비교

할 때, 중간크기의 입자로 구성된 Medium-size DW에서 

가장 빨리 화염이 억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각 

드라이워터 샘플 간의 화염억제시간 차이가 매우 작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에 어려움이 있다.

한편, 드라이워터 분사 후 목재 심부의 온도변화를 

관찰한 잔염의 소화시간(Extinguishing time)의 경우, 드

라이워터 입자크기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Fig. 9b에 

나타낸 것처럼, 입자크기가 가장 작은 Small-size DW의 

3회 소화실험에서는 재발화가 1회 발생했으며, 온도가 

Fig. 8. TGA result of pristine DW.

Table 3. Comparison of fire extinguishing performance of 
different dry water samples

Samples
Fire extinguishing 

performance

Number of tests

1st 2nd 3rd Average
(Stdev)

Pristine
DW

Flame suppression time (s) 1.59 2.39 3.14 2.37(0.6)

Extinguishing time (s) 64 62 62 62.7(0.9)

Discharged mass (g) 200 234 215 216(14)

Small
-size
DW

Flame suppression time (s) 2.22 2.42 1.50 2.05(0.4)

Extinguishing time (s) - 115 - Failed

Discharged mass (g) 112 226 196 178(48)

Medium
-size
DW

Flame suppression time (s) 2.37 1.50 1.58 1.82(0.4)

Extinguishing time (s) 44 56 60 53.3(6.8)

Discharged mass (g) 246 232 231 236(7)

Large
-size
DW

Flame suppression time (s) 1.57 2.02 3.14 2.24(0.7)

Extinguishing time (s) 64 69 85 72.7(9.0)

Discharged mass (g) 357 349 334 347(10)

2분 이내에 200℃ 이하로 떨어지지 않은 경우도 1회 관

찰됐다. 그리고 소화시간이 측정된 나머지 1회의 경우

에도 가장 긴 약 110초의 소화시간을 나타냈다.

한편 입자가 가장 큰 Large-size DW의 경우, 3회 평

균 소화시간이 약 72.7초로 측정되어, 전체 샘플들 중 

2번째로 소화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간크

기의 입자로 구성된 Medium-size DW는 평균 53.3초의 

가장 짧은 소화시간을 나타냈으며, 약 44초의 매우 짧

은 시간 안에 200℃ 이하까지 온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관찰되었다. 끝으로 입자크기를 분리하지 않은 Pristine 

DW는 약 62.7초의 평균소화시간을 나타냈다.

아울러 드라이워터의 입자크기별 분사량(Discharged 

mass)을 살펴보면, 입자크기가 증가할수록 분사량도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자크기에 따른 드라

이워터의 유동성과 관련이 깊다. 모든 드라이워터는 

같은 시간(10초) 및 같은 압력(0.2 MPa)으로 방출됐기 

때문에, 유동성이 우수한 큰 입자의 드라이워터가 유

동성이 낮은 작은 입자의 드라이워터보다 더 많이 방

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샘플들은 일반 수동식소

화기의 1/10 ~ 1/16의 분사량 만으로도 소화가 이루어

져 수동식소화기 충전량에 비해 적은 양으로도 효과적

인 소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목재 심부 잔염의 소화시간 및 방출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

저, 동일한 방출조건에서 Small-size DW은 가장 적은 

양이 방출되지만, 방출된 양으로 목재 심부의 화재를 

진화하기 어렵다. Large-size DW는 방출량이 가장 많지

만, 잔염의 온도를 낮추는데 오랜 시간이 경과된다. 반



이응우⋅최영보

J. Korean Soc. Saf., Vol. 34, No. 3, 201934

(a) Pristine DW

(b) Small-size DW

(c) Medium-size DW

(d) Large-size DW

Fig. 9. Temperature profiles in the deep part of the wood 

pile for different dry water samples.

Fig. 10. Burned wood cribs covered with silica shell. 

면, Medium-size DW는 중간 정도의 방출량을 나타내지

만, 목재 심부 잔염에 대해 가장 빠른 소화시간을 나타

낸다.

드라이워터는 분말소화약제와 같은 형태로 사용해

야하기 때문에, 가급적 작은 방출량으로 화재를 빠르

게 진화할수록 우수한 소화성능을 갖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방출량이 적더라도 화재를 실질적으로 

진화하지 못한다면, 소화제로 사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입자크기에 따른 드라이워터의 소화

성능을 비교하면, 약 220 ㎛의 중간크기 입자로 이루어

진 드라이워터(Medium-size DW)의 소화성능이 가장 우

수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중간크기의 드라

이워터(Medium-size DW)가 우수한 소화성능을 나타내

는 것은 물 방울 코어에 의한 냉각효과와 실리카에 의

한 질식 효과가 균형을 이루기 때문인 추정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드라이워터는 190℃ 이하의 온

도에서 물 방울 코어가 완전히 증발하기 때문에, 화염

의 온도를 낮추는 냉각 작용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드

라이워터 분사 후의 목재 사진(Fig. 10)에서 볼 수 있듯

이, 목재 표면을 다량의 실리카 입자가 뒤덮기 때문에, 

산소의 접촉을 차단하는 질식작용을 할 수 있다. 그런

데 드라이워터의 입자크기가 작으면, 냉각작용을 하는 

물을 충분하게 공급하기 어렵고, 입자크기가 증가하면 

단위 입자 당 실리카의 양이 감소하여 충분한 질식 효

과를 내기 어려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드라

이워터가 적절한 크기의 입자로 구성될 때, 최적의 소

화성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새로운 소화약제로 주목받고 있는 드라이워

터의 소화성능에 입자크기가 미치는 영향을 실험을 통해 

처음으로 평가하였다. 체분리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크기

의 입자로 구성된 초기 드라이워터를 약 110, 220 및 400 

㎛의 평균입자크기로 분리하였다. 또한 광학현미경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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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미지 분석을 통해, 입자크기 따라 효과적으로 분리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드라이워터의 입자크

기가 감소할수록 분말의 안식각과 압축률이 증가하여, 

유동성이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드라이워터의 입자크기에 따른 소화성능을 비교한 

결과, 중간크기(약 220 ㎛)의 입자로 구성된 샘플이 가

장 짧은 평균 화염억제시간을 나타냈지만, 다른 샘플

들과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반면 잔염의 소화시간을 

비교한 경우, 중간크기(약 220 ㎛)의 입자로 구성된 드

라이워터는 다른 입자크기의 샘플들보다 두 번째로 작

은 양이 방출됨에도 불구하고, 약 10초 이상 짧은 소화

시간을 나타냈다. 이러한 소화성능의 차이는, 드라이워

터의 입자크기가 중간(약 220 ㎛) 정도일 때, 물 액적의 

냉각효과와 실리카의 질식효과가 최적의 균형을 이루

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드라이

워터의 소화 성능을 극대화하고, 드라이워터를 분말 

소화시스템에 적용하는데, 핵심적인 기술로 널리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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