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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문명의 발전과 도시 인구밀도의 증가로 인하여 

대중교통의 사용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지

하철은 저렴한 이용 가격 및 정확한 운행 시간으

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대중교통 수단 중 하나이

다. 실제로 서울시의 2016년 대중교통 이용객 수

는 하루 평균 약 1,349만 명으로 전년 대비 0.7% 

(9만 4천 명) 감소했다. 이 중 버스 이용객의 경우, 

10만 8천 명(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에 반하여, 지하철 이용객 수는 전년 대비 1만 4천 

명(0.2%) 증가했다[1]. 종합적으로 볼 때,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량 중 지하철이 차지

하는 비율은 2016년 기준 전체의 59.3%이다[2]. 

하지만 대부분의 역사가 지하에 위치하고 있고, 

특정 시간(예: 출⋅퇴근 시간)에 유동 인구가 급증

†주저자 (E-mail: sonys@pknu.ac.kr)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실내공기오염이 심각한 실

정이다. 이에 따라, 지하역사 및 터널의 오염도 및 

저감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

다[3-16].

현재 우리나라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공기질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

기질관리법｣에 따라 5개 오염물질에 대한 유지기

준(PM10, CO2, HCHO, 총부유세균, CO)과 5개 오

염물질에 대한 권고기준(NO2, Rn, VOC, 석면, 오

존)으로 관리하고 있고 지하역사 또는 그 대표적

인 관리 대상이다[17]. 따라서 지하철의 공기질 관

리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지하철의 경우, 다양한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도 밀페된 공간 및 내부 입자

상 물질 배출원을 가지고 있다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26]. 지하철 공간에서 입자상 물질의 

생성은 열차와 승객의 이동 등에 의해서 발생되고 

내부에 축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세계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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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지하역사 및 터널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의 현황 및 이를 저감하기 위한 기술의 동향을 조사

하였다. 지하역사 및 터널의 미세먼지 농도는 주변 대기 중의 농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구성 성분에 있어서

다양한 중금속 및 발암물질들을 함유하고 있고, Fe의 농도가 가장 높게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하역사 및 터널의

미세먼지 농도는 주변 대기 농도와 같은 외부 요인뿐만 아니라 열차의 운행 수, 이용 승객수, 환기량과 같은 내부

요인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지하역사 및 터널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

(환기팬, 스크린도어, 자성필터, 소형제트팬, 인공지능 환기시스템 등)들이 연구되고 있으며, 그 기술들은 현장 조건에

맞추어 사용되어야 그 실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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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지하철 실내공기가 오염되었다고 보고되고 

있다[9,11,34-40].

하지만 지하철 공간은 환기시설의 노후화와 부

적절성, 이용승객 및 열차 운행 빈도 증가 등으로 인

하여 그 오염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1,14]. 또한, 최근에 건설되는 지하철들은 Table 1

에서 보는 것처럼 전 구역을 지하 구간에 설치하

여 기존의 구간보다 그 오염이 더 심각할 것으로 

판단된다[1]. 게다가, 지하역사 및 터널의 오염도

는 지상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 외기의 대기오염물

질 유입과 같은 외부 요인 뿐만 아니라 운행 중에 

발생되는 레일 및 바퀴의 마모, 열차풍 등으로 인

해서 발생되는 내부적인 요인들이 상재되어 있어

서, 그 오염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8,14,18-19]. 또한, 터널 내부에서 마모로 인하

여 발생되는 오염물질은 철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유해한 물질(Fe3O4, α-Fe2O3, γ-Fe2O3, iron(Fe) 

metal)이기 때문에 인체에 보다 심각한 문제를 야

기시킨다[20-25].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서울시 지하역사 및 터

널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 및 외기와의 상관성 

등과 같은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고, 이러한 미세

먼지를 저감 및 제어하기 위한 기존의 기술과 신

기술들을 소개할 것이다.

2. 지하철 미세먼지 농도 현황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하역사 및 터널 내의 

미세먼지 오염의 심각성은 1990년대 이후부터 인

식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서 Table 2에서 보는 것

처럼 많은 연구들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됐다[14].

이은희 등(2017)에 따르면, 서울시 지하철 전 

노선 내 PM10 평균농도(Table 3)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의 지하역사 유지기준인 

150 µg/m3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6호선

의 경우, PM10 유지기준을 약 30% 정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PM2.5는 24 h 대기환경기준

인 50 µg/m3를 2호선과 8호선의 거의 대부분 구역

에서 초과하였다[1].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하철 운행에 의해서 발

생된 미세먼지는 레일과 차륜 사이의 마찰과 긁힘

으로 인한 마모 및 팬터그래프와 급전 시설의 마

찰로 인한 마모과 같이 기계적인 현상에 의해서 

일차적으로 발생(iron (Fe) metal)하고, 발생한 이

후에는 대기 중의 산소와 반응하여 다양한 산화철 

(Fe3O4, α-Fe2O3, γ-Fe2O3) 등의 형태로 지하공

간에서 열차풍 등에 의해서 부유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26]. 그리고 이러한 철성분을 포함하고 있

는 에어로졸 입자의 양은 상대적으로 전체입자량의 

Line-1 Line-2 Line-3 Line-4 Line-5 Line-6 Line-8 Line-9

Number of 
natural vent

6 4 1 1 0 0 0 0

Percent of gravel 
(%)

34 58 60 58 all concrete all concrete all concrete all concrete

Curvature 
radius (m)

875.6 529.1 542.9 516 663.9 1295.2 5660.2 919.5

Underground
depth (m)

10.9 10.7 16.8 12.4 21.6 20.6 16.6 25.4

Supply & exhaust 
air volume (CMM)

0 4,210.4 12,129.1 7,529.2 16,504.4 15,521.1 11,706.3 19,060.8

Tunnel length (m) 662.8 653.7 872.1 880.1 901.1 789.0 461.9 494.8

Percent of ground 
section (%)

10 23 6 21
all

underground
all

underground
all

underground
all

underground

*출처: 한국대기환경학회지, 33(6), 593-604 (2017).

Table 1.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Underground Sections in the Seoul Sub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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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Location Particle size Sampling site Concentration (µg/m3)

Pfeifer et al. 1999 London, UK PM2.5 Underground 246 (± 52)

Seaton et al. 2005 London, UK

PM2.5

Station platform 270 - 480

Inner subway 130 - 200

PM10

Station platform 1000 - 1500

Inner subway 　
Priest et al. 1998 London, UK PM9 Inner subway 795 (500 - 1000)

Sitzmann et al. 1999 London, UK PM5 trains and on platforms 801

Aarnio et al. 2005 Helsinki, Finland PM2.5

Underground 47 (± 4) and 60 (± 18) 

Ground 19 (± 6)

Inner subway 21 (± 4)

　 60 (23 - 103)

Kim et al. 2008 Seoul, Korea

PM2.5

Ground and Underground

48.9 - 126.8

115.2 - 135.7

81.6 - 176.3

PM10

122.6 - 310.1

28.68 - 356.6

237.8 - 480.1

Kim et al. 2012 Seoul, Korea
PM10

Platform
116 (76 - 164)

PM2.5 66 (39 - 129)

Park and Ha 2008 Seoul, Korea

PM10
Underground stations and 

Ground stations
123 ± 6.6~145.3 ± 12.8

PM2.5
Underground stations and 

Ground stations
105.4 ± 14.4~121.7 ± 16.1

Adams et al. 2001 London, UK PM2.5

Underground 247.2 (105.3 - 371.2)

ground 29.3 (12.1 - 42.3)

Underground 157.3 (12.2 - 263.5)

Fromme et al. 1998 Berlin, Germany PM10

summer 153 (S. D. = 22.0)

winter 141 (S. D. = 17.0)

Johansson and 
Johansson 2003

Karlsson et al. 2005
Stockholm, Sweden

PM2.5

Platform

165 - 258 (34 - 388)

　
PM10

302 - 469 (59 - 722)

357

Braniš 2006 Prague, Czech PM10 Underground 103

Salma et al. 2007 Budapest, Hungary
PM10

Underground 155 (25 - 322)

Underground 180 (85 - 234)

PM2.5 Underground 　
Grass et al. 2010 New York, USA PM2.5 Underground 56 ± 95

Onat and Stakeeva 2012 Istanbul, Turkey PM2.5 Underground 49.3 - 181.7

*출처: Asian J. Atmos. Environ., 7(1), 38-47 (2013).
To be continued

Table 2. Comparison of Particulate Matter (PM) Concentrations in Subway Stations from Variou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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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7]. 또

한, Seaton et al. (2005)에 의하면 런던 지하철 안의 

PM2.5의 67% 정도가 산화철로 구성되어 있다고 발

표했다[28]. Karlsson et al. (2005)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하철에서 배출되는 입자상 물질은 8배 

정도 유전독성물질(genotoxic)이고 4배 정도 페세

포 산화스트레스 원인물질이라고 보고했다[20].

또한, 지하철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다양한 

중금속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37,57-58]. 오윤희 등(2013)의 연구 결과에 따

르면, 지하역사의 PM10 및 PM2.5에 함유된 중금속

의 노출로 인하여 장기간 노출 시 발암가능성이 높

음을 확인하였다[57]. 또한, Mohsen et al. (2018)

은 지하철 미세먼지에는 Fe, Cr, Ca, Al, Na, Ba, 

Mn, Zn, Cu, Ni, Co, Pb 등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

로 발표했고, Fe와 Ni, Cr이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들은 철로와 바퀴 사이의 마

모에 의해서 대부분 형성된다고 언급하였다[58].

또한, 외기와 터널 내 PM과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터널 내 PM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외기 

Study Location Particle size Sampling site Concentration (µg/m3)

Ripanucci et al. 2006 Rome, Rome PM10 Underground 407 (71 - 877)

Awad 2002 Cairo PM35 Ground and Underground 794 - 1096 (938.3 ± 124)

Cheng et al. 2008 Taipei
PM10

Platform / Inside train
11 - 137/10 - 97

PM2.5 7 - 100/8 - 68

Li et al. 2007 Bejing, China

TSP

Underground Inner subway

456.2 ± 176.7

PM10 324.8 ± 125.5

PM2.5 112.6 ± 42.7

PM1 38.2 ± 13.9

TSP

ground inner subway

166 ± 78.7

PM10 108 ± 56.0

PM2.5 36.9 ± 18.7

PM1 14.7 ± 6.6

*출처: Asian J. Atmos. Environ., 7(1), 38-47 (2013).

Table 2. Continued

Line No. Total No. of station
PM10 PM2.5 PM1

Mean ± STD Mean ± STD Mean ± STD

1 12 136.0 ± 55.5 101.7 ± 39.7 67.3 ± 20.9

2 43 67.1 ± 20.9 58.4 ± 18.3 47.3 ± 13.6

3 44 83.4 ± 41.3 67.5 ± 31.3 50.1 ± 23.4

4 35 112.6 ± 41.5 83.7 ± 32.0 56.6 ± 21.2

5 46 111.1 ± 50.6 78.7 ± 35.0 49.5 ± 21.6

6 39 75.7 ± 30.0 63.6 ± 24.2 47.1 ± 16.7

8 17 86.4 ± 21.4 76.0 ± 18.7 59.5 ± 14.2

9 25 111.4 ± 37.7 97.4 ± 30.3 77.9 ± 21.8

Total 98.0 ± 37.4 78.4 ± 28.7 56.9 ± 19.2

*출처: 한국대기환경학회지, 33(6), 593-604 (2017).

Table 3. Average Concentrations of PM10, PM2.5, and PM1 in Seoul Subway Lines during Sampling Periods (unit: µg/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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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와 높은 상관성을 보였으며, 각 노선별 외기

와의 연관성을 비교하였을 때 3, 4, 5호선이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1].

Son et al. (2014)은 지하철 공간의 미세먼지 농

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열차의 환기 

시스템, 운행 조건, 승객수, 터널의 깊이, 지하구간

의 길이 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13].

3. 기존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 기술

지하철 공간에서의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환기, 여과, 터널청소차량(살수차 및 포집

차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다

[13]. 하지만 이들 기술들은 높은 운영비 및 낮은 

제거 효율 등과 같은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서울시 지하역사 및 터널은 환기

팬 및 스크린도어(PSDs: platform screen doors)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스크린도어는 승

객의 안전 및 역사 내의 실내 공기질을 향상시키

기 위하여 설치하였고, 승강장 내의 공기질을 종

전보다 개선하였다. 이는 열차가 터널에서 승강장

으로 진입할 때 발생되는 열차풍에 의하여 재비산

되는 미세먼지가 스크린도어에 의해서 차단되는 

것을 의미한다[8,22]. Kim et al. (2012)은 스크린

도어 운영으로 승강장 내의 PM10 농도가 16%까

지 저감되는 것을 확인하였다[8]. 이 뿐만 아니라, 

Jung et al. (2010)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크린

도어 설치 후, 대합실과 승강장에 터널에서 발생

되어 확산되는 철-함유 입자가 확연히 줄어드는 

것을 관찰하였다[22]. 이들 연구 결과는 스크린도

어 설치가 승강장 및 대합실의 미세먼지 농도 저

감에 확실한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였다[13].

그러나, 이로 인하여 지하 터널 내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14,29]. 이는 

열차풍 및 자연환기로 인하여 터널에서 승강장으

로 확산되던 미세먼지가 스크린도어의 설치로 인

하여 그 진행 방향이 막힘으로써 터널 내에 잔류

함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Son et al. (2014)은 

스크린도어를 설치한 후 열차 내의 PM10 농도가 

설치 전보다 29.9%까지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였

고, 특히, 6호선의 경우에는, 103%까지 PM10의 농

도가 증가되는 것을 관찰하였다[13]. 또한, 그들은 

PM10과 PM2.5 사이의 상관성 분석을 통하여 스크

린도어가 터널과 승강장 사이의 기류 확산을 엄격

히 제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환기시스템은 또 다른 문제를 야

기시킬 수 있다. 터널 내 오염된 공기는 자연적 또

는 강제적으로 대기 중으로 배출되게 되는데, 이 

때, 환기구 주변의 보행자뿐만 아니라 환기구 주

변에 사는 거주자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친다[12]. 

또한, 일부 호선의 환기 시설의 경우, 아직까지도 

터널 내의 환기를 자연환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자연환기는 팬과 같은 기계를 사용하

지 않고 열차풍 등을 이용하여 터널 내의 공기가 

자연적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것으로서, 팬을 이용

한 강제환기에 비해 그 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반대로, 강제환기의 경우, 소음으로 인한 

민원, 노후화, 부적절한 설계, 높은 운영비 등으로 

인하여, 적절한 사용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

는 상황이다[13].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

여 노후 환기시설을 정비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환기시설을 잘 작동시켜야 한다. 한 예로서, Son 

et al. (2013)은 적절한 환기시스템의 가동만으로

도 터널 내의 PM10 농도를 150 µg/m3 (실내공기질 

기준) 이하로 유지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14].

환기구의 구조적인 관점에서 급기 환기구의 높

이는 깨끗한 공기를 유입하기 위해서 높여야 한다

[13]. 또한, 현재 대부분의 급기 환기구 위치는 도

로 및 도로 주변의 인도에 위치되어 있어서 지하역

사 및 터널에 공기 유입 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으

로 인하여 이미 오염된 공기가 공급된다. 이에 따

라서, 급기 환기구는 공원 및 녹지 지역으로의 이

동 설치가 깨끗한 급기를 유입시켜 지하철 공간의 

실내공기오염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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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하철 공간 실내오염물질 저감 신기술

Jung et al. (2012)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하

철 바닥 먼지(< 25 µm) 내의 98~100%가 자성을 

띄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고, 추후 연구 결과 

(Jung et al. 2013)에서는 터널에서 포집된 먼지 시

료 내의 77.3-86.9%가 철입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발표했다[22,27]. 따라서, 지하철 운행에 의해서 

배출되는 대부분의 미세먼지는 자성입자로 구성

되어 있기 때문에, 입자분리(particle separation), 

이온 교환(ion exchange), 효모 필터(yeast filtra-

tion)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포집하는 기술들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 중이다[30]. 또한, 국내에서는 

Figure 1와 같이 전자석 및 영구자석 등을 이용하

여 지하철 미세먼지의 제거가 가능한 것으로 최근 

보고되고 있다[12,56]. Son et al. (2014)의 연구 결

과에 따르면, 이중 자석 필터(환기팬 60Hz 작동

시)를 활용할 시, 미세먼지 제거 효율은 PM10, 

PM2.5, PM1에 대해서 최대 52%, 46%, 38%로 나

타났고, 제거효율은 자석필터의 층수 및 환기팬의 

회전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ure 2). 또한, 자석필터의 미세먼지 포집 안정

성은 자석필터 층수가 단일층(RSD: 10.9-24.5%)

에서 이중층(RSD: 3.2-5.8%)으로 증가할수록 향

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12].

지하철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열차의 운행 및 환

기시스템 가동은 많은 에너지 소모를 요구한다

[43]. 베이징의 경우, 하루 동안 지하역사에서 소

모하는 에너지량은 9,500 kWh이고, 이 중에서 대

략적으로 64%를 환기시스템(HVAC system)에서 

사용한다[44]. 따라서, 지하철 환기시스템의 에너

지 소모를 줄이기 위하여 인공지능과 자동제어시

스템을 이용한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다

[43-45].

환기팬을 이용한 기술에 있어서는 기존의 매뉴

얼 타입(Manual type) 운영의 한계에서 벗어난 타

임스케줄(time schedule) 및 인공지능을 이용한 운

영이다[13]. 외기 및 열차의 운행 등의 환경요인들

을 고려하여 환기팬을 조절함으로써 지하철의 공

기질을 향상시키고, 이와 동시에 운전비를 절감시

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1]. 또한, 인공

신경망기법 등을 사용하여 역사 등의 실내공기질

을 먼저 예측하고 이를 통하여 환기 시설을 가동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되고 있다[41]. 

또한, 1호선 터널의 경우에는 덕트가 좁고 팬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연환기에 의존하고 있어 

강제환기에 비해 오염물질이 덜 배출된다. 따라서, 

최근에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연환

기구에 소형제트팬(small jet fan)을 설치하여 열차

풍과 함께 작동시키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32-33].

*출처: Environ. Sci. Technol., 48, 2870-2876 (2014).

Figure 1. Magnetic filter system (S and N are polar of the 

magnet; (1) high-resolution picture of the magnetic filter 

system installed above an actual ventilation hole; (2) 

schematic of the magnetic filter system with two filter 

layers; (3) magnetic filter).

*출처: Environ. Sci. Technol., 48, 2870-2876 (2014).

Figure 2. PM removal efficiencies with respect to different 

fan frequencies and number of filters (bar, mean; error bar, 

min - 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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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최근에는 종전의 고압살수차 및 집진차의 

단점을 보완한 하이브리드형 집진장치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연구도 수행 중이다[42]. 이는 전동차

가 운행하면서 부유 먼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관성

집진기인 배플과 전기집진기로 구성되고, 그 성능

은 유속이 3.4 m/s인 모델의 경우에는 0.5 µm 이

상인 입자의 집진효율은 30%, 유속이 4.7 m/s인 

모델의 경우에는 20% 이상이었다.

또한, 현재 지하철에서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지하역사 내에 공급되는 급기 내의 이산화질소

(NO2) 및 VOCs를 제거하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7,15]. 이를 위한 연구들 중에서는 다양

한 활성탄을 이용한 방법이 가장 활발히 수행되고 

있는데, Son et al. (2016)은 혼성활성탄 및 자동제

어시스템을 이용하여 지하역사 내의 NO2 농도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법 기준인 50 ppb 이

하로 제어함과 동시에 에너지 소모를 저감하는 기

술을 소개하였다[7].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지하철을 중심으로 역

사 및 승강장의 미세먼지 농도 및 특성을 살펴보

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 및 연

구들을 소개하였다. 일반적으로 지하철 미세먼지

의 농도는 외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이

유는 선로와 바퀴 사이의 마모와 같은 내부적인 

요인이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지하철 미세먼지를 구성하는 다양한 중금속 

중에서는 Fe가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은 발암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적

절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지하철 미세

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환기시설 및 스

크린도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환기 시설의 경우, 

노후화 및 운전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개선이 시

급한 실정이다. 또한, 스크린도어는 역사 내의 미

세먼지 농도 저감에는 실효성이 있으나, 반대로 

터널 내의 미세먼지를 보다 많이 정체시키기 때문

에 터널 구간에서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이 

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하여, 여러 연구진들이 자동제어시스템 및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현재 미세먼지 저감과 

에너지 사용량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 마지막으로 지하철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보행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성필터와 같은 새로

운 시도들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

만 현재까지의 제어 연구들은 아직 실험실 규모나 

파일럿 규모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들이 꾸준히 진

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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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ero-Romo, J. Sepúlveda-Sánchez, and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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