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국내 차량 화재 발생 건수는 연간 약 5000여 건으로 

매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1). 국내에서 발생하는 전

체 화재 건수가 한해 약 4만 3천여 건임을 감안하면, 

차량화재 비중은 전체 화재 건수에 약 11%에 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시설물 관련 화재 다음으로 큰 비중

이다. 국토교통부 자료 상, 2018년도 국내 차량 등록대

수는 약 2320만대이며, 2017년 대비 약 67만대가 증가

하였고, 국내 차량 등록대수는 매년 약 3%의 증가폭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차량화재 건 또한 

꾸준히 증가하리라 예상된다. 차량 화재원인으로는 방

화, 실화를 포함하여 차량 자체의 결함 혹은 정비불량 

등이 대표적이고, 차량 자체의 결함에는 기계적 원인

과 전기적 원인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며, 이전까지 차

량의 기계적 원인에 의한 화재 발생 비율이 상대적으

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면, 이는 차량의 전장 

부품 등의 기술 집적 고도화를 고려할 경우, 차량 부품

에서의 전기적 원인에 의한 화재 비율이 이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2). 차량의 전기적 원인에 의한 화

재에서도, 점차 다양한 전기 전장 부품을 사용하게 됨

에 따른 전장 부품에서의 화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다. 전장 부품에서의 전기적 화재의 경우, 연소 

과정에서 변형 및 소실되기 쉬워, 엔진 같은 내연 기관 

등에 남아있는 연소 독립적인 흔적들을 토대로 원인을 

추론하는 기계적 화재에 비해 화재원인을 추론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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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we introduce a case of a fire accident during parking of a large 
truck that is repeatedly occurring. The shape and location of the combustion and 
electrical singularity commonly found in other vehicle fire accidents could limit the 
starter motor as the ignition section. In addition,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electrical 
melting singularity that could act as a cause of ignition between the start motor B 
terminal and the start motor enclosure. By combining the above investigations and 
investigations, it was possible to estimate the electric fire expressed from insulation 
breaking of the starter motor B terminal, and by using the renewable starter motor 
comparison product mounted on the fire vehicle, an experiment was performed to 
reproduce the ignition process from the starter motor under specific conditions. So. It 
is hoped that this will raise awareness about vehicle fires, which can lead to large fires 
or casualties, share the risks of using starter motors for regeneration, and help in the 
rapid and accurate investigation of similar vehicle fir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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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의 전장 부품에서의 전기적 

화재 원인 분석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

각한다3-5).

본 논문에서는 다룰 화재사례는 5톤 차량화재 사례

이며, 각기 다른 5톤 트럭에서 유사한 화재가 반복적으

로 발생하였고, 차량 모델 또한 프레임의 형태 등을 고

려할 경우, 동일 제조사 및 모델임을 추정할 수 있었

다. 또한, 차량화재 원인으로는 스타트모터에서 확인되

는 전기적 특이점과 캡 하부에서 확인되는 특이 연소

형상 등을 고려할 때, 스타트모터 B단자 절연파괴에 

따른 발화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었다. 스타트모터 B

단자 절연파괴에 따른 화재원인을 공유하는 것에서 나

아가, 절연파괴 원인의 다양한 가능성을 고민해보고, 

각 가능성에 대하여 실험을 통해 검토하며, 결과적으

로 직접적인 절연파괴 원인으로 작용한 가능성을 한정

하고자 한다.

2. 스타트모터 개요

2.1 스타트모터 역할 및 기능

스타트모터는 정지된 엔진을 시동하기 위해 크랭크 

기구를 최초의 압축 행정과 마찰에 따른 저항을 극복

하여 동작하게끔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엔진 작

동에 필요한 최저회전속도 이상으로 크랭킹을 시킬 수 

있어야한다. 가솔린 엔진에서는 실린더 내에서 점화가 

가능한 혼합기를 형성시키는데 필요한 최저회전속도 

이상이 필요하며, 디젤 엔진에서는 자기착화가 가능한 

압축열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최저 회전속도 이상으

로 크랭킹 시켜야만 엔진이 시동된다.

스타트모터의 토크(회전력)는 피니언 기어와 플라이

휠 링기어를 지나 크랭크축에 전달된다. 피니언 및 플

라이휠의 기어비가 크기 때문에 스타트모터의 회전력

이 작더라도 회전속도만 높다면 엔진을 기동 시키는데 

Fig. 1. Starter motor and flywheel diagram.

Fig. 2. Schematic diagram of starter system.

문제는 없다. 스타트모터는 배터리로부터 필요 에너지

를 공급받으며, 차량 내 각종 전기장치 가운데 가장 높

은 전기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여, 

차량의 배터리는 스타트모터 용량에 따라 결정된다. 

2.1 스타트모터 작동 원리

스타트모터는 크게 솔레노이드 스위치, 전동기, 오

버러닝 클러치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도 화재에 취약

성이 확인되는 부분은 솔레노이드 스위치부이며, 구조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솔레노이드 스위치는 피니언

이 플라이휠 링기어와 치합되도록 하는 엑츄에이터 기

능과 함께 전동기에 전류를 공급하거나 차단하는 릴레

이 기능을 동시에 담당한다. 솔레노이드 스위치 외부

에는 스타팅 신호(전류)가 들어오는 S단자, 배터리 양

극(+)단자와 연결된 B단자, 전동기와 연결되는 M단자

가 있다. 내부에는 플런저와 리턴 스프링, 풀인 코일

(Pull-in), 홀드인(Hold-in) 코일 등 두 개의 코일이 연결

되어 있는 구조다.

Fig. 3. Diagram of solenoid switch of starter m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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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그니션 스위치를 시동(Start) 위치로 하면 S단자를 

거쳐 풀인 코일과 홀드인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된다. 

홀드인 코일은 한쪽 끝이 모터의 접지부로 연결되어 

있어 전류는 다시 배터리의 음극(-)으로 복귀하게 된

다. 풀인 코일의 한쪽 끝은 전동기 내부 브러시로 연결

되어 있어 전류는 브러시를 거쳐 모터를 경유해 차체

로 접지된다. 위와 같은 경로로 전류가 흐르게 되면 두 

개의 코일이 모두 자화되어 플런저가 B단자와 M단자

의 접점 쪽으로 이동하여 두 접점이 연결된다. 또 플런

저의 움직임에 의해 전동기의 피니언이 플라이휠과 치

합된다. 접점이 연결되면 B단자를 통해 배터리의 큰 

전류가 M단자 쪽으로 흘러가게 되고 모터는 회전력이 

증가하게 된다. 이 때 풀인 코일 회로는 단락 상태가 

되므로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고, 홀드인 코일

에만 전류가 흐르게 된다. 홀드인 코일은 풀인 코일보

다 가늘어 흐르는 전류가 작다. 따라서 자력이 그만큼 

약해지지만 홀드인 코일의 자력만으로도 플런저의 위

치를 그대로 유지시키기에는 충분하다. Fig. 4에는 표

시되어 있지 않지만 플런저에는 리턴스프링이 설치되

어 있어서 이그니션 스위치가 시동(Start) 위치에서 

‘On’위치로 전환되게 되면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차단

이 되고 리턴스프링에 의해 플런저는 원위치로 복귀하

게 된다.

3. 화재 사례

본 논문에서 소개할 화재가 발생한 대형 트럭은 모

두 주차된 상태로 장시간이 지난 후에 발생한 것으로, 

차량에서 확인되는 연소형상과 전기적 특이점 형태가 

모두 유사하게 나타났다. 차량의 전면부 캡(Cab)이 전

소되어 연소된 차량에 대한 검사만으로 모델을 특정이 

어려웠으나, 차량 캡의 형태와 섀시 등의 유사성을 고

려하면, 동일 제조사 및 모델 차량일 가능성이 있고, 

장착된 스타트모터 또한 모두 동일한 형태의 스타트모

터임을 확인하였다. 

상기 화재 차량의 스타트모터는 재생 가능한 스타트

모터이며, ‘재생 가능한’의 의미는 스타트모터 작동 과

정(B단자와 플런저 간 접촉)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전기 스파크로 인한 접촉면 용융이 시동 불량을 야기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타트모터 자체를 교체하

는 것이 아닌, B단자와 플런저만 교체 가능함을 의미

한다. 화재 차량은 아래 Fig. 4에서와 같이 각각 연소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차량의 캡 부분에서부터 적재

함 쪽으로 연소 확대된 형상이 동일하게 확인되며, 캡 

부분에서는 스타트모터가 설치된 위치인 엔진 좌측(운

Cab

(a)

(b)

(c)

Fig. 4. Burned pattern (a), (b), (c) of the truck.

전석 기준) 하부에서부터 차량 측면과 차량 캡 및 적재

함 사이 공간으로 연소 확대된 형상이 확인된다.

수사상, 화재 차량의 주차 상태에서 차량 주변으로 

인적 거동 없음이 확인되었고, 차량은 주차되고 수 시

간이 지난 뒤인 점을 고려하면, 방화 및 실화 가능성과 

차량의 내연기관 작동에 따른 열기 등에 의한 발화 가

능성은 배제가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화재원인으로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에는 차량의 독립적 전원체인 

배터리에 연결된 각종 전장 부품 및 전기배선에서의 

전기적 발화 가능성으로 한정 가능하겠다.

전기적 발화 가능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로, Fig. 5와 같이 배터리 양극(+)과 직접 연결된 

부품인 스타트모터의 B단자와 동 단자가 고정되어 있

는 스타트모터 외함이 함께 전기적 발열에 의해 용융

된 형태가 확인되며, 사례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각기 다른 화재 차량 사례에서 유사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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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erminal

Fig. 5. Starter motors of the trucks in Fig. 4 (a), (b), (c).

스타트모터 B단자와 동 단자가 고정된 스타트모터 

외함이 모두 용융된 상태이며, B단자와 외함의 용융으

로 B단자가 외함에 더 이상 고정되지 못하고 분리되어 

있다. B단자는 배터리 양극과 직접 연결된 상태이고, 

스타트모터 외함은 엔진에 장착된 상태에서, 차량 접

지를 따라 배터리 음극(-)과 연결된 상태임을 고려하

면, B단자와 스타트모터 외함 간 절연이 파괴될 경우, 

배터리 양극(+)과 음극(-)이 직접 연결되는 단락 회로

가 형성될 수 있다. 이때 전기 아크 스파크와 함께 전

기적 발열이 발생할 수 있고, 이의 과정에서 스타트모

터 B단자와 외함이 전기적으로 용융되었을 것으로 추

정할 수 있겠다. 스타트모터 B단자 용융 형태는 아래 

Fig. 6과 같다.

B terminal

(a) Inside view of Solenoid part.

(b) Burned and melting pattern of B terminal part.

(c) Melting pattern of B terminal.

Fig. 6. Inside view of solenoid before and after burned.

차량화재 원인은 스타트모터 B단자의 전기적 용융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한정 가능하였으나, 스타트모

터 B단자 절연파괴의 명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몇 가지 가능성에 대한 실험적 확인이 필요했다. 화재 

차량에 장착된 재생 가능한 스타트모터와 동일한 모델 

수점을 입수하여 각 가능성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으

며, 실험 방법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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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방법 및 결과

4.1 플런저 반복에 따른 절연파괴 가능성

4.1.1 플런저와 B단자 간 완전 접촉

스타트모터의 반복적인 시동 작동에 따른 플런저 반

복을 유도한다. 플런저 반복시 발생 가능한 전기 스파

크가 지속적면서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이로 인해 B

단자와 외함간 절연물(Insulator)의 절연이 손상 및 파

괴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Fig. 7과 같이 스타트모터 B단자에 배터리 (+)극을 스

타트모터 외함에 배터리 (-)극을 직접 연결한다. (+)극

과 B단자 사이에 실제로 시동키 작동과 유사한 형태

로, 5V 작동전압 A접점 릴레이 스위치를 연결하고, 5V 

전압을 일정 주기로 지속적으로 인가할 수 있도록 함

수발생기(Function Generator)를 이용한다. 함수발생기

의 파형은 구형파이고, 주기는 3초, 진폭은 5 V, 펄스 

넓이는 33.3 %임. 릴레이에 인가전압을 시각화하기 위

해 오실로스코프를 연결한다. 

Fig. 7. Starter motor repeated operation experiment.

아래 Fig. 8의 (b)와 같이 플런저 동작에 따른 스파크

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해 솔레노이드 스위치 헤드 

패널을 일부 절개하여,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플런저 

동작 및 플런저와 단자가 접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파크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실험결과, Fig. 8플

런저와 단자 사이에 접촉이 완전할 경우, 플런저와 단

(a) (b)

(d)(c)

Fig. 8. Plunger, Inner/Outter Insulator and cutting cover.

자 간 접촉 시 발생할 수 있는 스파크는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없었으며, B단자와 외함 간 절연저항 값은 수천 

MΩ으로 측정되며, 실험 전과 비교하여, 절연저항 상태

는 변함이 없었다.

4.1.2 플런저와 B단자 간 불완전 접촉

재생용 스타트모터는 플런저 및 B단자 교체에 따른 

공임 과정에서 B단자 고정용 너트 조임 토크에 따라 B

단자에서 비틀어짐(Tilting)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시동 시 플런저와 B단자 간, 불완전 접촉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Fig. 9 (a), (b)와 같이 플런저 동

작에 따라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스파크(○부분)가 발

생하였고, 반복적인 플런저 작동에 따라, 발생된 스파

크에 플런저와 단자간 접촉부가 미세하게 전기적으로 

(a) (b)

(c) (d)

(e) (f)

Fig. 9. Plunger of starter motor operating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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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융되었으나, 아래 Fig. 9 (c)~(f)과 같이 B단자와 솔레

노이드 스위치 외함 간 절연저항 값은 수천 MΩ으로 

변함이 없었다.

다만, 스타터모터의 피니언 기어는 엔진을 시동시키

기 위한 부하 없이 피니언 기어만 회전하는 실험적 환경

으로, 실제로 차량 시동 시에는 스타트모터가 받는 부하

가 상당히 클것으로 사료된다. 부하에 따라 필요 전류가 

달라질 것이며, 시동에 필요한 전류가 클수록, 플런저와 

단자간 접촉 시 스파크가 더 강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

다. 이에 대한 실험은 추후 진행할 수 있겠다.

4.2 외부 화염에 의한 절연물 탄화 가능성

스타트모터 B단자 절연물이 스타트모터 자체 원인에 

의해 절연파괴된 것이 아니라, 스타트모터로 확대된 화

염에 노출되어 절연물이 탄화되었을 경우를 고려해 보

았다. 이에 앞서 먼저 고려해 볼 것은 화재 상황이 일반

적인 연소조건이라면, 스타트모터가 아닌 다른 지점에

서 연소 확대된 화염이 스타트모터 쪽으로 확대될 때, 

외부에 노출된 스타트모터 전원배선이 먼저 화염에 노

출될 가능성이 높고, 화염에 절연피복 소실 및 구조물 

혼촉 등으로 스타트모터 B단자 공급 전원이 차단될 수 

있다.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스타트모터에서는 전기적 

특이점이 형성될 수 없기 때문에, B단자의 전기적 특이

점은 외부 화염에 형성되었기보다, 스타트모터 자체 원

인(작동 중 절연파괴 등)에 의해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이다. 다만, 스타트모터 자체 원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여타 가능성들

에 대한 배제 실험으로 외부 화염에 의한 절연물 탄화 

실험을 진행하였다. 열풍기(Bosch PHG-600-3)를 이용하

여 스타트모터의 B단자 절연물 부분을 직접 가열하면

서, 절연물의 탄화 형상을 관찰하였다. 

Fig. 10과 같이 가연물은 외측 절연물(Outer Insulator)

이 완전히 탄화되는 상태에서도 내측 절연물(Inner 

Insulator)은 거의 연소되지 않았으며, B단자와 솔레노

이드 외함 간 혼촉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를 감안하

면, 스타트모터의 B단자 내측 절연물이 있는 솔레노이

Fig. 10. Insulator of B terminal burning test. 

드 내부에서의 화염에 의해서가 아니면, 외부에서 접

근한 화염에 의해 스타트모터가 연소된다고 하여, B단

자와 외함 간 절연파괴로 인한 전기적 용융은 발생하

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4.3 B단자 고정 너트 조임 불량

재생용 스타트모터의 B단자는 솔레노이드 외함에 

너트로 고정되며, 스타트모터 노후로 인한 재생 작업 

시, B단자 및 플런저를 교체한 후 너트로 고정하게 된

다. 다만, 체결 토크 이하로 조립된 경우 시동 및 주행 

시 진동이 공진주파수 영역 ωf(200~400 rpm)에 해당할 

경우, 확실하게 분리되어야 할 B단자와 플런저가 절연

거리 이하로 접근할 수 있다. 이때, 스타트모터의 시동 

과정이 아닌 상황에서 전기 스파크가 발생할 수 있으

며, 이로 인해 솔레노이드 내부 가연물이 착화되거나, 

B단자의 내측 절연물의 절연이 파괴되어 B단자와 외

함 간에 전기적 용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실

험적 확인을 위해 B단자 고정 너트의 조임을 해제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화재 차량의 상황을 그대로 재현

하기 위해 12 V 120 R 배터리 2점을 직렬로 연결하여 

24 V 공급 전압을 맞췄으며, 단자간 접촉 시 배터리 연

결배선 상에 흐르는 전류 값 측정을 위해 클램프미터

(Clamp meter)를 배터리 배선에 연결한 상태로 실험환

경을 조성하였다. 화재 재현에 목적을 두고 있는 바, 

보다 확실한 실험을 위해 B단자 고정 너트의 조임을 

완전히 해제하였다.

실험 결과, B단자는 고정 너트의 조임이 없는 상태

로 플런저와의 절연거리 이하에서 전기 스파크가 발생

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불완전 접촉 시, 전류는 최대 

100 A까지 확인되었으며, 솔레노이드부 내측에서 발생

한 전기 스파크에 내부 윤활유 등이 착화되어 화재로 

이어졌다. 소화 후 솔레노이드 스위치 내부를 확인한 

B Terminal

Plunger

Clamp meter

Fig. 11. B terminal and plunger are conta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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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Experiment environment.

Fig. 13. Results of insulation breaking experiment. 

결과, Fig. 13과 같이 절연물 일부는 탄화되었으며, B 

단자와 플런저 몸체 일부에서 전기적으로 용융된 흔적

을 확인하였다.

다만, 조임 토크 불량에 따른 전기적 용융 형태는 화

재 차량의 스타트모터에서 확인된 전기적 용융 형태와 

약간의 형태적 차이가 있어, 발화된 후 초기 진화된 스

타트모터가 아닌 충분한 연소가 진행된 실험을 통해 

결과를 비교해야할 필요가 있겠다.

5.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대형 트럭의 주차 중 화재 사

례를 통해 화재가 발생하는 차량의 모델이 다양하지 

않고, 특정 모델로 한정할 수 있었으며, 연소형상 및 

전기적 특이점의 유사성을 통해 화재 원인은 스타트모

터 B단자 절연파괴로 인한 전기적 화재로의 결론을 도

출할 수 있었다. 또한, 몇 가지 절연파괴 가능성을 가

정하고, 가설에 대한 실험 결과를 통해, 스타트모터 B

단자 절연파괴 원인을 한정할 수 있었다. 

스타트모터의 반복적인 시동 과정에서 형성되는 전

기 스파크에 의한 B단자 절연물 탄화 가능성, B단자 

비틀어짐에 따른 불완전 접촉 가능성, 외부 화염에 의

한 절연물 소실 가능성, B단자 고정 너트 조임 불량 가

능성에 대해 실험하였으며, B단자 고정 너트 조임 불

량에 따른 플런저와 B단자 간 절연거리 이하에서 전기 

스파크에 의해 솔레노이드 스위치 내부 가연물이 착화

되어 화재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 상의 실험을 통해, 유일하게 화재로 이어진 

B단자 고정 너트 조임 불량 가능성이 스타트모터 B단

자 절연파괴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유일하게 화재로 이어진 가능성임을 고려하면, B단

자 절연파괴 원인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도 사

실이다. 다만, B단자 고정 너트 조임 불량 실험 결과가 

실제 화재 차량과는 약간 형태적 차이가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추후 연소시험동과 같은 지속적인 연소가 가

능한 공간에서의 추가실험 및 B단자 고정 너트와 솔레

노이드 스위치 외함 사이 실링 불량 등에 의한 이물 유

입에 의한 절연파괴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와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소 및 소실이라는 제한된 상황에서 몇 가지 가능

성을 고려하였으나, 생각이 미치지 못한 가능성에 대

한 실험적 제고는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며, 본 논문

에서의 재현 결과가 반드시 스타트모터 B단자 절연파

괴 원인이라 단정할 수는 없겠고, 본 논문을 시작으로 

향후 유사화재에 대한 지속적인 감정과 실험을 통해 

더 확실한 절연파괴 원인 파악이 가능할 수 있을 거라 

사료된다. 또한, 특정 모델의 대형 트럭에서 화재가 발

생하고 있고, 모두 재생 가능한 동일 모델의 스타트모

터가 장착된 점 등을 고려하면, 잠재적 화재 심각도가 

높은 차량임을 인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재생용 스타트모터 사용에 대한 제

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Acknowledgement: 이 논문은 행정안전부 주관 국립과

학수사연구원 중장기과학수사감정기법연구개발(R&D)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NFS2019FSA02).

References

1) National Fire Data System Korea, 2016 Fire Statistics, 

2016. http://www.index.go.kr 

2) E. Lee, “A Study on Analysis on an Automotive Fire Case 

that Broke Out Due to an Electrical Cause during Engine 

Stopping”, Trans. of Korean Society of Automotive 



우승우⋅박정만⋅현병수⋅남정우⋅박우식⋅김진표⋅조영진⋅고재모⋅박남규

J. Korean Soc. Saf., Vol. 34, No. 5, 201962

Engineering, Vol. 21, No. 1, pp. 9-16, 2013.

3)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NFPA 921 Guide for 

Fire and Explosion Investigation”, 2008 Edition, pp. 

189-200, 2008.

4) N. K. Park et al., “Analysis on Vehicle Fires Caused by 

Defect of Optionally Established Equipment”, J. Korean 

Soc. Saf., Vol. 29, No. 5, pp. 40-46, 2014.

5) N. K. Park et al., “Analysis on Vehicle Fires Caused by 

Damage of the Vehicle’s Electrical Components”, J. Korean 

Soc. Saf., Vol. 30, No. 4, pp. 32-38, 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