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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지식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학계의 다양한 연구와 기업의 의욕적인 
투자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지식경영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다음의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즉 
기존의 연구는 조직 내 구성원의 관계와 같은 
구조적인 부분에 한정되어 지식경영의 주체인 
개인의 개성(personality)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또한 구성원들의 동기를 고취시키기 위해 경쟁을 
유도하는 환경이 지식공유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첫째, ‘개인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 지식 공유에 있어서 
자존감(Self-esteem)과 성취지향성(Conscientiousness)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둘째, ‘경쟁을 장려하는 
것이 지식공유에 도움이 되는가?’ 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에서 KAIST 테크노 
경영대학원의 특정 수업의 수강생 32명을 대상으로 
쌍방관계 데이터(dyadic relational data)를 수집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한 
결과, 자존감은 개인간의 지식공유에 음의 
조절변수(negative moderator)로 작용할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었고, 성취지향성은 개인간의 
지식공유에 있어서 양의 조절변수(positive 
moderator)로 작용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조직 내의 경쟁이 심화될수록 
개인간의 지식공유는 감소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자존감이 높은 인재에 대한 보다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는 점과 경쟁을 장려하는 지식 경영 
방법론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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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우리 나라의 기업들이 
세계 초일류 기업들과 어깨를 맞대고 경쟁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 경쟁력의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듯 현재 
많은 기업들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지식경영(Knowledge Management)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학계의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효율적인 지식 관리를 위한 선행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해 지금까지 수행한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크게  
관계(Relation), 네트워크 구조(Network structure), 
그리고 지식 유형(Knowledge Type)의 관점에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고 정리할 수 있다. 지식의 
공유는 조직 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관계를 고려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Zand 1972; Zaheer et al 1998; Mayer et al 1995) 
또한 지식의 공유는 조직 구성원이 몸담고 있는 
네트워크 구조의 특성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분석하기에 효과적인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를 고려한 접근 방식 
또한 요구된다.(Ghosal et al 1994; Grannovetter 1973; 
Krackhardt 1992; Borgatti & Cross 2003) 그리고 관계 
및 구조 뿐만 아니라, 공유되는 지식의 특성 또한 
지식 공유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식 유형 또한 연구 모형에 중요한 변수로 
고려된다.(Nonaka 1994; Polanvi 1996; Zander & Kogut 
1995) 
 
이처럼 현재까지 수행되어온 지식관리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지식을 모으고, 조직화하고, 공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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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위한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런데 지식 
경영의 핵심은 지식을 창출하고 공유하는 개인이다. 
따라서, 단순히 위의 세가지 접근 방식을 통해 찾은 
최적의 조건들은 효과적인 지식공유를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조직 구성원의 개성과 같은 개인 단위에서의 
분석이 없이 단순히 구조적인 문제만을 살펴본다면, 
이는 지식 경영의 다이나믹스는 제외된 한정적이고 
불완전한 결론만을 도출할 소지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직 내 구성원의 관계와 같은 
구조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인의 개성(Personality)이 
지식공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을 
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한편, 지식 공유에 적합한 종업원을 선발하고 
양성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특히, 
종업원 선발에 있어서 자존감과 성취지향성에 대한 
역할은 많은 선행 연구에서 다루어져 왔다.(Hough 
2000; Judge 2001) 이번 연구를 통해 고찰한 문헌들은 
자존감과 성취지향성이 관계를 통한 지식 공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단서를 제공한다. 높은 
자존감을 지닌 조직원은 조직 내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경향이 있으며 그룹 접근방식(group 
approach)에 대해 비판적인 경향이 있다는 연구가 
있다. 그러면서 이러한 높은 자존감을 가진 
구성원은 편견(prejudice)과 차별(discrimination)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인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Baumeister 2003) 이러한 연구는 높은 자존감을 
보유한 구성원이 조직 내의 의견 수렴이나 소통 
과정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가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인간의 개성을 
분석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는 ‘Big 5 model’의 
한 축을 담당하는 성취지향성의 경우, 높은 
성취지향성을 지닌 조직원은 조직의 성과를 
높인다는 연구도 쉽게 찾을 수 있었다.(Mount 1998) 
성취지향성이 높은 조직원일수록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식공유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소지는 논리적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기존의 지식경영관련 연구가 간과 했던 또 다른 
이슈는 기업이 사원의 동기를 고취시키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사원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환경이(e.g. 
지식공유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지식공유 
점수의 인사 고과 반영) 과연 지식공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지식공유는 개인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간의 교류에 기반한다. 
따라서, 경쟁을 유도하는 환경은 조직 구성원의 
기회주의적 행동(Opportunistic Behavior)을 자극하게 
되어 교류의 결과로 나타나는 지식 공유 행위에 
영향을 주게 될 소지가 높다.   
 마지막으로 경쟁 지향적인 환경이 조직원 간 협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해 보았는데, 이러한 경쟁 
지향적인 환경 하에서는 자신의 목적 달성 성공이 
곧 타인의 목적 달성 실패를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다.(Slavin et al 1985) 따라서 이러한 경쟁 지향적인 
환경은 개인간 협업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이는 조직 내의 지식의 소통이라는 협업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 수준의 특성을 의미하는 개성이 
구성원 간의 관계와 지식공유 활동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경쟁이 지식공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업 
내 구성원들의 효과적인 지식공유를 유도하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2. Theoretical Background 
  
최근 들어 소셜 네트워크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고, 지식 경영 분야에 있어서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구조(structure) 접근 방식을 이용해 
분석한 논문들이 우수성을 인정 받고 있는 저널에 
실리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한 논문은 2003 
Management Science 지에 개제된 Borgatti & Cross의 
연구이다. 이 연구를 통해 조직 내 구성원이 다른 
이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은 자신에게 
유용한 가치 있는 정보를 누가 알고 있는지에 대해 
아는 정도(valuing what that person knows)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규명 되었다. 하지만 
본 논문의 한계로는 앞서 우리가 지적한 대로 
개인의 개성과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다만 
“내 일과 관련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치 있는 
정보를 누가 알고 있는 가를 많이 알수록 지식 
공유가 더 잘 이루어진다” 라고 결론 내리고 
있기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존 문헌 분석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모형과 가설을 설정해 보았다. 
 
3. Research Model & Hypothesis 
 
다음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연구모형과 가설이다.  
 

 
Figure1 –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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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연구 모형에서 제안하고 있는 가설을 구체적으로 

서술해보면 다음과 같다.  
- online 설문 테스트 
11월 19일 ~ 11월 23일(1주일) 수집방법

 100% 응답률 
Table1 – 가설  

H1 자존감이 높을수록 knowledge usefulness
정도(상대방이 내게 유용한 가치 있는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아는 정도)와
지식 공유 정도의 양의 상관관계는

약화된다.  

4.3 Basic Statistics 
 
SAS를 이용해 다음의 기초 통계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4 – 기초 통계량 H2 성취지향성이 높을수록 knowledge usefulness

정도와 지식 공유 정도의 양의 상관관계는
강화된다. 

N 변수 평균 합 표준

편차 
최소

값 
최대

값 
AVG_K 992 1.40 1.35 1394 0 7 H3 개인이 인지하는 경쟁 정도와 지식 공유의

정도는 음의 상관관계이다.  
KU 992 3.19 2.28 3165 0 7 
E 32 4.90 1.04 4862 3 6.83 
C 32 4.87 0.96 4832 3 7  
Comp 32 4.38 1.45 4340 1 7 4. Methodology Age 32 25.84 2.43 801 22 33 

  
4.1 Operational Definition & Measurement 4.4 Analysis Method 
  

본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측정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세가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방식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 가설인 
조절변수로서의 자존감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서 
knowledge usefulness(KU)와 자존감(E)의 
교호효과(interaction)의 계수를 관측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설인 조절변수로서의 성취지향성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서 knowledge usefulness(KU)와 
성취지향성(C)의 교호효과의 계수를 관측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인지하는 경쟁의 정도(comp)의 
계수를 봄으로써 세 번째 가설인 경쟁적인 환경이 
지식 공유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Table2 – 변수의 조작적 정의 
Variable Variable Name Operational Definition Measurement Reference 

Independent 

Variable 

Knowledge Usefulness (KU) 상대방의 지식이 나의 업

무 수행에 유용한 정도 

Borgatti(2003)–7점척도 

Competitiveness (Comp) 본인이 느끼는 경쟁 정도 Griffin-Pierson(1990)-7점

척도 

Dependent 

Variable 

Knowledge Sharing  

(AVG_K) 

상대방과 지식을 주고 받

는 정도 

Borgatti(2003)–7점척도 

Moderator Conscientiousness (C)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노

력하는 정도 

Paul T. Costa, Jr. and Robert

R. McCrae의 NEO-PI-R의

아이템–7점척도 

Self-esteem (E)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정도 

Rosenberg(1965) –7점척도

Control Physical Proximity  

(Cor, Floor) 

물리적인 위치의 근접성 Kraut(1988) 

 

 
5. Result 
 
5.1 Reliability 
 

 
연구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SAS를 이용해 
Cronbach’s alpha test를 시행하였다. 다음과 같은 
결과를 통해 연구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상대방과 지식을 주고 받는 정도를 측정할 
때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응답자  i에게 “응답자  
j에게 얼마나 주었냐”는 질문에 대한 답과 응답자  
j에게 “응답자  i에게 얼마나 받았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더해서 2로 나눈 평균치를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데이터 값이 바로 AVG_K이다. 

 
Table5 – 성취지향성 신뢰도 

변수 α 계수 
0.907 원데이터 
0.909 표준화  

 4.2 Data Collection 
Table6 – 자존감 신뢰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 샘플과 관련된 정보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변수 α 계수 
0.890 원데이터 

 0.892 표준화 
Table3 – 데이터 샘플  

Sample 32명의 KAIST 특정 수업 수강생 
(여자 10명/남자 22명) 

5.2 Validity 
 
연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SAS를 이용해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다음과 같이 요인 별로 

Pilot Test 11월 12일 ~ 11월 18일(1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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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있게 묶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연구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 
 
Table7 – 요인분석 결과 

 Factor1 Factor2 
C2 89* -11    
C4 84* 28 Figure2 – Knowledge Receive/Give Network Centrality 
C5 80* 25  
C1 80* 12 5.5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 Regression Result 
C10 70* 7  C3 69* 23 

Table10 – 변수간 상관관계 C6 -10 12 
E7 9 91* 
E9 1 89* 
E10 31 75* 
E8 31 75* 
E2 29 68* 
E5 35 65* 

 
5.3 Multi-Collinearity Check 

  
 다중회귀분석 시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발생할 경우 분석의 타당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SAS를 이용해 이를 조사하였다. 관측결과 다음과 
같이 분산팽창요인(VIF)가 10보다 큰 값이 없고 
상태지수(condition index)가 20보다 작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11 – 다중회귀분석 결과 

 
Table8 –  분산팽창요인 

변수 Variance Inflation 
KU 2.762 
E 1.154 

 

C 1.192 
 

Comp 1.002 
 
Table9 –  상태지수 

Number Condition Index 
1 1.000 
2 3.383 
3 7.675 
4 8.582 
5 14.515 
6 19.100 

분석 결과 KU*E term의 계수는 예상대로 음의 
값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되고 있는 가설 1을 지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comp의 계수의 경우 어떤 
모델에서도 항상 음의 값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되고 있는 가설 3을 지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된 두 
번째 가설을 입증하고자 확인해본 KU*C의 계수의 
경우 유의하지 않은 값을 보였고,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 제안한 가설 2는 지지할 수 없었다. 
이것에 대한 이유는 Matzler의 2006년 논문에 
근거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Matzler는 개인의 
성취지향성은 암묵지를 형식지화 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이는 결국 지식 공유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환언하면, 본 연구에서 
처음 예상으로는 성취지향적인 사람일수록 개인이 
알고 있는 인적 자원을 활용하려는 경향이 높을 
것이라 예상했는데, 실증 결과에 의하면 
성취지향적인 사람일수록 관계를 통한 업무 성취 
보다는 개인이 지니고 있는 암묵지를 형식지화 
하는데 영향을 주어 이러한 영향이 결국 직접적으로 
지식 공유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5.4 Network Centrality 
 
수업을 듣는 구성원 간에 지식을 주고 받은 정도를 
소셜 네트워크 분석 도구인 Netminer를 이용해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보았다. 지도의 가운데 
있을수록 그 정도가 높은 사람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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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번 연구는 상호 상반되는 관점을 보이고 
있는 대립 이론들에 대해 어느 이론이 더 설명력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IT 및 
조직변화(organizational change)와 관련한 두 가지 
대립되는 분산 이론(variance theory)와 프로세스 
이론(process theory)을 (Markus 1988)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재조명해보면, 기업이 
지식관리시스템과 같은 IT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직구성원에게 이를 제공하면 투입(예: 기업의 
투자) 대비 정확한 산출(예: 지식공유)이 나올 수 
있다는 분산 이론 보다는 프로세스상에서의 개인간 
상호교류(예: 경쟁)를 통해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프로세스 이론이 더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의 결과, 
경쟁을 장려하는 것은 오히려 지식 공유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개인간 지식 공유의 영향 요인에 대한 
이론으로는 프로세스 이론이 더 우세하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호 상반되는 
관점을 보이고 있는 대립 이론들에 대해 어느 
이론이 더 설명력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향후 프로세스 이론에 기반한 
지식경영 관련 이론의 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추론할 수 있었다. 
 

5.6 Robustness Check 
 
연구의 강인성(robustness)을 검증하기 위해 SAS를 
이용해 이를 검증하였고, 검증 결과 다음과 같이 
부호의 방향은 앞의 Table 11에서의 분석결과와 모두 
같음을 확인하여 연구의 강인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었다. 
 
Table12 –  강인성 확인 결과 

Parameter Estimates
Standard 

Error
95% Confidence Limits Chi-Square Pr > ChiSq

Age 0.011 0.006 -0.001 0.024 3.18 0.074

Gender 0.052 0.034 -0.014 0.120 2.34 0.126

Cor 0.161*** 0.043 0.075 0.247 13.64 0.0002

Floor 0.015 0.041 -0.066 0.096 0.13 0.714

Comp -0.069*** 0.010 -0.080 -0.038 31.16 <.0001

KU 0.347*** 0.034 0.280 0.414 104.27 <.0001

E 0.079*** 0.024 0.031 0.128 10.30 0.001

Ku_e -0.035*** 0.006 -0.048 -0.022 28.55 <.0001

Scale 0.526  
 
5.7 Final Output 
 
 최종적으로 정리/요약하자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마무리 지어 설명할 수 있겠다.  
  

6.2 Practical implication 
 
우선, 본 연구는 지식경영을 위한 인재 선발 기준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논리적, 실증적 근거를 
제시한다. 실제 기업경영에 있어서 인재선발은 가장 
중요한 경영 프로세스 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두말할 나위 없이 훌륭한 인재의 선발이 
기업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지식경영에 
있어서도 이러한 훌륭한 인재선발은 중요한 
문제이며, 본 연구는 그 동안 자존감이 높은 인재를 
조직 구성원으로 선발하는 것이 지식공유에 좋은 
영향만을 줄 것이라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자존감이 높은 인재에 대한 보다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즉, 본 연구의 
분석결과 실제 기업 경영에 있어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선발할 경우, 이러한 개인은 단독으로는 
지식 공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관계 
지향적 지식공유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제 
기업경영에 있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인재선발 
기준 및 자존감이 높은 인재의 교육 프로그램의 
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Figure3 – 최종 결과 
 

6. Contribution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술적이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6.1 Academic implication 
 
본 연구는 자존감과 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자존감의 주 
효과만을 고려하여, 자존감과 성과간의 양의 
상관관계에만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오히려 자존감이 조절변수로 
작용할 경우에는 지식공유와 관련된 성과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자존감과 지식 공유와 관련된 성과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대

 
다음으로, 경쟁을 장려하는 지식 경영 방법론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연구는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개인간 경쟁을 
장려하는 방법은 오히려 관계 지향적 지식 공유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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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개인간 경쟁장려(예: 지식공유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지식공유 점수의 인사 
고과 반영)를 통해 효과적인 지식공유를 이루려는 
방법론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효과적인 지식공유를 추진하려고 고민하고 
있는 기업들은 개인간의 경쟁보다는 개인간 
상호협력을 증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이를 실천하려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7. Limitation 
 
본 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이 3가지 면에서 연구의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 샘플 크기(sample size)가 작다. 본 연구의 샘플 
크기는 KAIST 경영대학의 특정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수강생 32명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료된다. 사

 
그리고, 기업의 환경과 직무 성격, 그리고 학교의 
환경과 직무 성격은 분명 차이가 있다. 특히 학교의 
경우 개인적으로 학생의 목적은 좋은 성적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특정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경우 성적과 같은 개인중심적 목표(egocentric goal)의 
성격이 강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그룹중심적 목표(groupcentric goal)의 
성격을 갖고 있는 기업 내 조직원들의 목표와 어느 
도 괴리가 존재한다. 정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네트워크 내의 구성원 
본연의 역학관계(dynamics)를 살펴보고자 한다면, 
횡단면적(cross-sectional) 연구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른 변화도 살펴보는 종단면적(longitudinal) 
연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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