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를 통한 전산회계교육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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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정보화 사회 환경 하에서의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우수한
회계정보 전문가와 컴퓨터 활용 전문가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과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의 생산성의 향상과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국가의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서는 전산회계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유비쿼터스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면서 유비쿼터스는 이전의 교육방식과는 차별화된 특성을 통해 이용자로 하여금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는데 핵심적 역할
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식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비쿼터스가 전산회계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고 유비쿼터스를 통한 전산회계교육이 학년별로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전산회계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교과과정을 도출하는데 기초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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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정보화 사회 환경 하에서의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우수한 회계
정보 전문가와 컴퓨터 활용 전문가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과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의 생산성의 향상과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국가의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전산회계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정보화에 등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환경 속에 컴퓨터를 내장하여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함으로써 다양한 정보를 얻는 유비쿼터스가 주류를 이룰 것
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비쿼터스는 고도의 정보기술(IT) 기반 하에서 인간과
모든 사물에 센서와 칩이 무선으로 연결되어 시간과 공간의 속박에서 벗어
나 어떠한 기기에도 상관없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사회를 의미한다. 이러
한 환경은 이용자들에 해한 새로운 관점을 도출하고 있는데 오늘날의 이용
자들은 기존의 일방적 수용자에서 정보를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네
티즌이자 정보생산소비자로 변화하고 있다. 유비쿼터스 패러다임과 수용자
개개인의 이용자로의 전환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는 비단 특정영역에 국한
되지는 않는다. 유비쿼터스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교육환경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오늘날의 교육환경
패러다임으로 불리우고 있는 유비쿼터스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산회계교육이 유비쿼터스 교육으로 진화할 수 있는
기반 교육시스템이라는 측면에서 유비쿼터스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살펴보
고 유비쿼터스를 통한 전산회계교육이 학년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해 봄
으로써 향후 교과과정에 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전산회계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을
충족하기 위하여 유비쿼터스의 특성은 무엇이며 전산회계교육시스템이 새로
운 교육환경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및 대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검토

1. 개념 및 특성

기업 규모가 확대되고 정보의 내용이 다양화되며, 사무의 자동화가 진행됨
에 따라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적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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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양의 정보를 요구하게 되었다. 마크 와이저(Weiser, M., 1996)가 언급
했던 것처럼 IT 네트워크시대가 일상화되는 유비쿼터스 시대를 목도하고 있
다. 유비쿼터스 패러다임의 중심은 ‘공간혁명’이다. 유비쿼터스가 향후에 도
래할 것이라는 기대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유비쿼터
스 사회에 대비한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특히 교육부분에 대한
응용서비스는 유비쿼터스 교육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비쿼터스 교육은 학습자와의 인간적인 상호작용이 고도로
친밀해진 학습 에이전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에서 기존의 인터넷을 통한
교육과는 차별성을 갖는다. 이러한 교육시스템을 이용하는 가장 큰 장점은
학습프로그램의 선택이 월등히 풍부해짐과 동시에 상호비교를 통한 최적의
학습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또한 일상생활을 하면서 시
간을 활용하여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이고 효율
적인 능력개발과 취업능력의 향상이 실현된다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노무
라 총합연구소,2003). 지금은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시대로써
강사는 원하는 시간에 학생들의 질문이다 기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
으며 성적도 바로 채점할 수 있다. 예컨대 사이버 대학교 등이 그러한 예이
다.
2. 선행연구 검토

안종민(2000)은 회계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컴퓨터를 도구로 활용한
전산회계 교육을 도입하여 실무와 연계된 교육이 전개되어져야 하며 전산회
계 교육의 실증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현희(2004)는 유비쿼터스 환경을 위한 효과적인 유비쿼터스 학습자 모델에
관한 연구에서 유비쿼터스 학습자 모형을 도출하기 위한 일환으로 사용하였
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를 이용하여 사용하였다. 유비쿼터스의 유용성은 우재
경(2005), 노무라총합연구소(2003), 나선영(2005), 정현희(2004) 등의 유비쿼터
스 및 u-Commerce 등의 특성 및 유용성 등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도
출하였으며 6가지의 하위변수와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유비쿼터스의 제
한요인은 정현희(2004)의 유비쿼터스 학습의 단점에서 활용되었으며 우재경
(2005)의 이론적 논의 부분에서 일부 추출하여 총 3가지의 하위변수 및 7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이 외에도 인터넷 이용능력과 인구통계학적 속성으로 이
루어진다.
Ⅲ. 연구방법 및 가설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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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대상자 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유비쿼터스의 직접적 수혜자인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향후 전산
회계교육에 있어서 유비쿼터스가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토대를
확보하고자 한다. 즉 유비쿼터스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과 평가 그리고 문
제점 등을 사전에 미리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
반을 확보하고자 한다. 한편 설문지는 2006년 2월 1일부터 경기도지역 대학
교에 총 150가 배포되었으며 2006년 3월31일까지 수거된 128부 중에서 불
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120부를 사용하였다.
유비쿼터스 교육은 모든 학습자들이 고도의 인터페이스 및 인간적인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은 휴대할 수 있는 학습단말기를 통해 원
하는 학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의미한다. 유비쿼터스는 PC
와 네트워크 등 IT를 활용하여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형태로써 그 범위는 현재의 초보적 유비쿼터스에서부터
강사와 수강자 쌍방이 카메라를 통해 얼굴을 확인하고 마이크로 대화할 수
있는 현장감 살린 수준의 단계뿐만 아리라 DMB와 같은 전용 혹은 통합단말
기를 통해 원하는 교육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제공받을 수 있는 단
계를 포함한다. 본 연구의 설문지 구성은 유비쿼터스 인식도(유비쿼터스를
통한 전산회계교육은 호기심이 있을 것 같다, 유비쿼터스를 통한 전산회계교
육은 전통적 수업방법보다 편리할 것 같다, 유비쿼터스를 통한 전산회계교육
은 학문에 대한 탐구심을 높일 것이다, 유비쿼터스를 통한 전산회계교육은
전통적 수업방법보다 이해력이나 학습의욕에서 더 높을 것 같다) 와 유비쿼
터스 유용성(학습의 선택성, 조절성, 흥미성, 다양성, 용이성), 유비쿼터스 발
전을 위한 제약요인(비동기성, 수동성, 비규칙성), 인구통계학적 속성 등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유비쿼터스에 대한 인식도, 유용성, 제약요
인 등에 대해 7점 척도로 설문을 구성하여 T-test와 ANOVA, 회귀분석 등
을 실시하였다.
2. 연구가설 설정

노무라 연구소(2003)의 경우 시스템 네트워크의 구성과 속도 및 시스템
안정성이 구매자의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모바
일 인터넷의 경우 인지도가 시스템의 핵심적인 요소가 됨을 시사한다. 측정
항목은 호기심, 편리함, 탐구심, 학습의욕 등 4개 항목을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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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유비쿼터스를 통한에 전산회계교육에 대한 인식도는 학년별로 차이
가 있을 것이다.
유용성은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는 것이 그 기술을 수용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낫다고 인지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Gabbin(2002)에 의하면 새로운 시스
템이 이미 구축된 시스템보다 성능이 우수하면, 사용자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수용하게 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아울러 IT분야에 있어서 지각된 유용성은
사용자들이 기존 시스템을 대체하거나 사용시 중요한 요소로 인지되고 있다
(Masie, 2001). 측정항목은 학습의 상호작용성, 조절성, 흥미성, 다양성, 용
이성을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유비쿼터스를 통한 전산회계교육에 대한 유용성은 학년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의 측정항목으로는 Denny(2003)의 연구를 근거로
학습콘텐츠의 변화가 없어서 재미없고 학습동기가 부족하여 중간에 포기할
것이라는 비동기성, 교수와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으나 여전히 교수 위
주의 수업으로 진행되며 교수의 자질을 제대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인식과
관련된 수동성, 규칙적으로 공부하기 어렵고 집중이 잘 안될 것 같다는 비규
칙성을 변수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유비쿼터스를 통한 전산회계교육에 대한 제약요인은 학년별로 차이
가 있을 것이다.
Ⅳ. 자료의 분석 및 가설의 검증

1. 조사절차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최종
120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120명의 조사대상자들 중에서 성별
비율은 남성이 40.8%(49명), 여성이 59.2%(71명)로 조사되어 여성이 남성보
다 많은 비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2학년이 61.72%(69명), 3학년 20.0%(24명), 4학년 18.3%(22
명)로 나타나 2학년 학생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인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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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구분
남성
여성
합계
2학년
3학년
4학년
합계

<표 4-1> 측정항목의 신뢰성 계수
빈도
비 율(%)
49
40.8%
71
59.2%
120
100%
74
61.72%
24
20.0%
22
18.3%
120

100%

2. 신뢰성 검증

신뢰도를 분석하는 이유는 대략 두가지로 언급할 수 있는데 첫째, 측정하
고자 하는 개념이 조사대상자로부터 정확하고 일관되게 측정되었는가를 확
인하는 것이며 둘째는 설문에 응답하는 사람이 정확하고 일관되게 측정에
응하였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신
뢰도는 모두 Nunnally(1978)가 주장한 알파 계수 0.7이상의 기준을 충족시
키고 있어 신뢰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두 0.7이상으로 나
와 조사가 신뢰할 만하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4-2> 측정항목의 신뢰성 계수
변수
측정항목 내용
유비쿼터스를 통한 전산회계교육의 인식도
학습의 선택성
학습의 조절성
유용성 학습의 흥미성
학습의 다양성
학습의 용이성
비동기성
제약요인 수동성
비규칙성
3. 가설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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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ha 계수
0.7503
0.7242
0.7371

1) 유비쿼터스를 통한 전산회계교육의 인식도

학년에 따른 유비쿼터스 인식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전체적으로 t-test,
ANOVA 등을 실시하였다. <표4-3>에서 학년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표 4-3> 학년에 따른 유비쿼터스를 통한 전산회계교육 인지도
구분
F
Sig.
호기심
3.403
0.05*
편리함
0.203
0.816
탐구심
0.899
0.410
학습의욕
0.273
0.785
유비쿼터스를 통한 전산회계교육이 흥미로울 것이라는 인식에 대하여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비쿼터스를 통한 전산회계교육이 기존 수업보다
편리할 것이라는 인식과 유비쿼터스를 통한 전산회계교육이 탐구심을 높일
것이라는 인식, 학습의욕에 대해선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2) 유비쿼터스를 통한 전산회계교육의 유용성

학년에 따른 유비쿼터스의 유용성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t-test,
ANOVA 등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4-4>에 나타나 있다.
<표 4-4> 학년에 따른 유비쿼터스를 통한 전산회계교육유용성
구분
F
Sig.*
선택성
3.764
0.05
조절성
0.059
0.943
흥미성
0.065
0.937
다양성
0.838
0.435
용이성
0.551
0.576
유비쿼터스를 통한 전산회계교육의 유용성에 있어서 선택성에 대한 인식
이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학년 집단간에도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용자 스스로가 학습진도나 학습
시간, 학습분량에 대하여 선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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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비쿼터스를 통한 전산회계교육의 제약요인

학년에 따른 유비쿼터스를 통한 전산회계교육의 제약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t-test, ANOVA 등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4-5>에 나타나 있다.
<표 4-5> 학년에 따른 유비쿼터스를 통한 전산회계교육의 제약요인
구분
F
Sig.
비동기성
3.282
0.05*
수동성
1.0859
0.350
비규칙성

1.348

0.653

비동기성의 경우에는 유비쿼터스의 제약요인으로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강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동성과 비규
칙성에 대하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Ⅴ. 결론 및 시사점

정보화 사회 환경 하에서의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우수한
회계정보 전문가와 컴퓨터 활용 전문가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과 환경을 조
성하여 기업의 생산성의 향상과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국가의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전산회계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보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래와 함께 유비
쿼터스를 통한 전산회계교육의 발전 방안을 실증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유비쿼터스 교육시스템의 진화과정은 크게 3가지 과정을 겪는다. 1단계는
TV중심의 교육시스템 시대, 2단계는 인터넷 중심의 교육시스템 시대(유비쿼
터스), 3단계는 유비쿼터스 교육시스템 시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유비쿼터스 시대로써 인터넷을 통해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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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학생간의 일정 정도의 상호작용이 존재한다. 유비쿼터스 교육환경의 특성
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방식으로 교수와 수강자 쌍방이 서로 카메라를 통해
얼굴을 확인하고 마이크로 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감 있게 상호작
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유비쿼터스를 통한 전산회계교육을 살
펴보기 위하여 학년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교육 현장에서 강의를 하
면서 몇 학년에 적용하는 것이 유비쿼터스의 효과를 가장 많이 가져올 것이
며 어떤 영향에서 그러한 지를 살펴 보고자 하였다. 향후 유비쿼터스는 지금
의 수준을 넘어서 통합적 개념의 단말기를 통해 교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
는 단계 즉 유비쿼터스 교육의 단계로 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유
비쿼터스 서비스도 지금의 단계에서 벗어나 하나의 단말기를 통해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결과 학년별로 유비쿼터스를 통한 전산회계교육에 대한 인식을 살펴
보기 위하여 호기심, 편리함, 탐구심, 학습의욕 등 4가지로 세분화하여 그 차
이를 살펴보았다. 유비쿼터스를 통한 전산회계교육에 있어서 각 집단에 대
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호기심이나 편리함, 탐구심
학습의욕에 있어서는 각 집단별로 평균값이 높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비쿼터스를 통한 전산회계교육의 유용성에 대하여는 학년 별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상호작용성에 대하여 3학년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평균(평균값 5.60)을
보여 이용자와 교수와의 상호작용성으로 인해 학습진도나 시간, 분량을 조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비쿼터스의 유용성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비쿼터스를 통한 전산회계교육의 발전을 위한 조건의 경우에는 이동성
에 있어서 4학년이 가장 높은 평균(평균값 5.91)을 나타내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이는 통
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상호작용성이나 흥미성, 다양성, 용이성 등은
유비쿼터스 초기단계에서 학습자들의 인식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
이며 향후에는 기술적인 측면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
로는 첫째, 경기도 지역의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므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표본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둘째, 가설
설정에서의 세부 항목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오지 않은 변
수들에 대한 고려와 후속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별 등에 대한 차이도 고려해
야 할 것이다. 앞으로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전산회계교육의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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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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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for ComputerAccounting Education on Ubiquitous.

Dong-Seob Song

Ubiquitous society will appear as an Important factor that leads the new
educational paradigm. If opening of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era is
already heading towards as Ubiquitous society as well as acknowledging the
possibility of change in the educational paradigm. Users cab be provided every
service under integrated device anytime, anywhere, without any obstacle.
Every service paradigm is changing from technology centric to users. A study
for computer accounting education ubiquitous of university students will be used
fundamental data.

Keywords: ubiquitous, computer accounting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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