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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 회계교육이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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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ERP software를 이용한 회계교육과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ERP 회계교육의 하위변수인 정보특성, 개인특성, 시스템 특성이 교육만족도의 하위변수인 성과, 이해, 기능, 가치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에 활용된 통계 프로그램은 SPSS 21.0이다. ERP 회계교육의 하위변수인 정보특성, 시스
템특성, 개인특성이 교육만족도의 하위변수인 이해, 기능, 업적,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ERP 회계교육이 이해(p<.001)와 기능(p<.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이해에 더 많은 영향
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요인별로 ERP 회계교육의 정보특성과 개인특성은 이해(p<.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ERP 회계교육의 개인특성은 기능(p<.05)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ERP 
회계교육이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ERP 회계교육의 효과를 검증하였다는 것이다.  
주제어 : ERP회계교육, 교육만족도, 정보특성, 시스템특성, 개인특성

Abstract  This study verified the effect of ERP accounting education on educational satisfaction. It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understanding, function, performance, value and ERP accounting education. The SPSS 
21.0 statistics program was applied for the analysi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ERP 
accounting education significantly affected understanding(p<.001) and function(p<.01). Specifically, ERP 
accounting education in information characteristics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significantly affected. 
Understanding(p<.001) and the ERP accounting education in personal characteristics significantly affected 
function(p<.05). This study provide the effectiveness of the ERP accounting education by confirming the effect 
of the application of the ERP accounting education on educational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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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기업에서는고용욕구의다양화, 기업활동의세

계화,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 등 급변하는 기업환경 속

에서 기업생존 및 경쟁우위 확보 전략으로 다양한 경영

혁신운동을 전개하여 왔다. 클라우드 기반의 ERP가 ‘대

세화’를 앞두고있다. 클라우드 ERP의 태생적이점은빠

른배치, 최신애플리케이션버전가용성, 현장지원필요

감소, 간결한 가격 정책등이 있다. 최신 시스템은 사용

편의성 향상, 애플리케이션의 모바일 지원, 외부 데이터

소스와의 통합 개선도 갖추게 되었다. 오늘날 첨단 클라

우드기반 ERP 시스템은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과 머신러닝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1,28].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란 기업 내의 생

산, 회계, 인사등의업무프로세스를지원하고새로운정

보생성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이다[1].

회계학은 실무적용과 관련이 있는 학문으로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의 병행이 이루어져야하나 현재의 교육과정에

서는 정보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어렵다. 급변

하는 기업의 회계환경 변화를 반영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ERP

software를 대상으로 회계 및 세무에 관한 기본적 원리

를 응용하여 회계실무 전반에 관한 능력과 태도를 학습

하는 ERP회계교육이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여회계교육의정책설계에이론적근거를제공하는것

이다.

교육현장에서 배운 학습내용을 실무에 즉시 적용할

수있도록 ERP회계교육의활성화에유용한정보를제공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고찰과 더불어 실증분석을 실

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된 도구는 SPSS 21.0

프로그램이다.

2. 이론적 배경 및 가설설정
2.1 ERP회계교육
정보가치의 효율성을 의미하는 정보품질은 정보시스

템으로부터제공받은결과에대하여지각하는가치의효

율성이며정보품질은특정한환경에서정보의특성에기

초한것이다[2,24]. 정보의품질은정보의적시성, 정확성,

충분성등으로측정하였다. ERP 회계정보시스템을통하

여산출되는정보의정확성과정보이용자가정보를이용

하고자할때적절하게제공되는시기를적시성이라고하

였다. 또한 산출되는 정보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게사용하는정도를정보의유용성이라고하였다[3].

주어진 과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

지고있다는신념으로정의되는자기효능감은개인의행

동범위, 활동에영향을미친다. 이는어떠한결과를획득

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을 이행하고 조직화할 수 있는

개인적 능력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다. 개인특성으로서

자기효능감은 교육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5,20]. 학습의 동기화 요인인 자기효능

과 자기 조절의 상호작용이 학습몰입을 매개로한 학습

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학습의 동기화요인이 학습

성과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5].

ERP 도입원인이중소운수업체의내부성과에미치는영

향에 대한 연구결과, 사용자의 IT역량은 중소기업의 내

부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6]. 시스템특

성은교육만족도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요인으로교육

을실행함에있어서수업준비와수업을실시하는특별한

기술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ERP 소프트웨어의 회계교

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전산능력은 기초정보 등록, 전기

분재무제표, 회계전표입력등의회계정보시스템사용을

위한 정보기술 사용능력이 포함된다.

교육훈련을실시하는시스템특성에대하여교육에참

여하는 학생의 반응이 높을수록 현장에서의 교육훈련에

대한 활용도가 긍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을 실

시하는 교수의 교육내용이 학생에게 전달되어 학습되는

동안 시스템특성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시스템특

성과 교육훈련 전이정도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다고 하였다[5,6,25].

2.2 교육 만족도
교육만족도는 정보시스템의 교육이 학생의 교육성과

를 강화시켜 왔다고 믿는 정도로 학생의 요구사항을 만

족시킨다고믿는신뢰의정도이다[5]. ERP회계교육에있

어교육만족도란 ERP 회계교육에대한학생의전반적인

만족정도를 의미한다. 만족도는 현재 상황에 미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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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변수들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감정이며 사용자의

정보에 대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킨다고 믿는 정보시스템

의 신뢰도이다. 만족과 동일한 개념으로는 시스템의 수

용성, 욕구, 정보시스템의 상대적 가치와 인지된 유용성

의감정에대한믿음이라고할수있다[5,7]. 만족도는정

보시스템의 품질을 측정하는 방법이 정보사용자의 관점

에서정보가주관적이기때문에사용자만족을중심으로

측정된다. 본 연구는 ERP 회계교육이 교육생의 교육성

과를강화한다고믿는정도를교육만족도로보았으며만

족도는 정보시스템의 전반적인 품질을 평가하는데 중요

한 측정요인으로 사용되고 있다.

2.3 정보특성과 교육만족도
ERP 정보특성은 전사적 업무관리의 특징으로 인해

기업 경쟁력을 상승시키는 전략적 특성, customizing에

의한 실시간 전사적 정보제공과 기업 고유의 특수한 업

무에 따른 전사적 업무영역 및 불확실성 감소에 확산되

는 거래비용 특성을 가지고 있다. 만족도는 상황에 다양

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인들에 대한 개인의 태도나

감정이며 정보시스템 교육의 만족도는 사용자가 요구하

는정보의다양한사항을만족시킨다고믿는정보시스템

의 신뢰도이다. 만족도는 정보시스템의 품질 측정 방법

이사용자의관점에서시작되고주관적인정보의특성상

사용자 만족을 중심으로 측정된다[5,7].

교육만족에영향을주는변수는정보특성인지원환경

및 운영요인, 시스템특성인 교수설계요인, 콘텐츠요인,

개인특성인 교수요인, 학습자요인등이다. 오프라인수업

환경에서는 교수와 학습자요인이 만족의 선행요소로 제

시되고 있다. 온라인 수업환경에서 교수, 학습자 지원환

경, 학습콘텐츠, 교수설계요인등이선행요소로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5,6,7].

정보시스템의 평가는 무형의 특성을 가진 변인들을

객관적인 방법으로는 판단하기에 어려운 이유로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

스템사용의자발성이전제조건이될수있다. 자발성있

는 정보시스템의 사용은 정보시스템을 측정하는 적절한

척도가 된다. 효과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자의 동기부여,

나 명령에 의해 사용되어 진다면 시스템 사용은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시스템 사용도와 정보시스템 품질평

가의연결은단순하지가않아서정보시스템을측정을위

하여 지각적 방법인 사용자 만족도가 많이 사용되고 있

다[5,8]. 이러한만족도는시스템에대한교육생의감정적

태도를 계량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것이다.

회계학 기초를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방법과 회계교육 내용이 교육만족도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결과 교

육내용은 교육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검증되었고 다른 관심 요인인 교육도구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되었다[8].

최종사용자를대상으로정보시스템의요인인정보특

성, 시스템특성과 조직 성과의 관계에서 사용자 만족과

시스템사용의 인과관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회계정보시스템정보품질이시스

템사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채택되었으며 시스템 사용과 사용자 만족이 조직성과에

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9].

회계정보시스템과관련된목적에대하여습득된경향

으로 사용자 만족은 교육의 수월성과 우수하고 정확한

회계정보의 산출,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자의 수용을 의

미한다. 사용자 만족이 상승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필요한소프트웨어의개발이증진되어야하고이런노력

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소프트웨어 사용자의 만족을

제고시켜줄수있을것이다. 또한적시에정보가제공될

수있도록함으로써의사결정에필요한회계정보를생산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10,26,27].

따라서 위와 같은 선행연구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ERP 회계교육의정보특성은교육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 시스템특성과 교육만족도의 관계
시스템특성(System Characteristic)이란처리하는정

보 시스템 자체에 대한 정보시스템 기능의 효율성 또는

품질의 속성이다. 용이성은 시스템 사용이 얼마나 쉬운

지를 나타내는 정도이며 시스템 산출 결과물의 이해가

쉬운 정도를 의미한다. 유연성은 시스템이 환경변화에

융통성 있게 대응하는 정도 및 다른 시스템과의 자료교

환 정도를 나타낸다. 신뢰성이란 시스템 반응시간의 일

관성및데이터의오류와유출에대한대책정도이다.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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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보시스템의 품질을 시스템 품질, 서비스 품질, 정보

품질로분류하고시스템특성은정보를처리하는시스템

그것에 대한 품질 속성이나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이라고

정의하고 시스템 품질의 측정항목으로 용이성, 유연성,

신뢰성을 사용하였다[11].

ERP 회계시스템은자료의수집과처리, 검색, 보관및

전달시스템으로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개방시스템

이다[9,12].

시스템특성은정보를처리하는속성으로서시스템용

이성, 시스템의 정보유연성, 시스템의 신뢰성 등을 평가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기술 및 프로세스의 측면으로의

시스템품질은 정보의 산출과정을 담당하는 처리체계에

관한부분이다. 정보시스템을보다잘인식할수있는요

인으로업무특성과사용자특성이중요하며이러한요인

들을통해인지된정보시스템의변수는성과에유의하게

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11,12]. 시스템의성

과를측정할때하드웨어나소프트웨어의효율성과효과

성, 정보시스템운용및개발에대한효율성과주어진명

령이나 요구에 대한 반응시간과 더불어 편의성, 신뢰성,

유연성과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12].

따라서 위와 같은 선행연구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ERP 회계교육의시스템특성은교육만족도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5 개인특성과 교육만족도
개인특성의 하위요인인 자기효능감이란 특정 역할에

서 어떠한 결과를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수행하

고조직할수있는개별능력에대한주관적판단을의미

한다.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신념이 개인의 실

제능력과차이가있을수있다. 자기효능감은노력, 과제

선택, 지속성 및 성취와 관계가 있다[13]. 자기효능감은

성취경험,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 생리적 상태를 나타낸

다. 학습자의성취욕구및상황특성인물적·인적학습환

경과 학과의 지원풍토가 전산세무회계 교육성과에 미치

는영향을학업성적과컴퓨터활용능력을매개변수로하

여 연구한 결과, 성취에 대한 욕구는 자격증 취득유무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자기효능감은 전산세무회계의

교육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결과는학생의개인적특성이전산회계의교육성과에

영향을준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다[13]. 성취동기는어

려운 일을 달성하여 장애를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타인과 경쟁하여 다른 사람을 능가하고자 하며

자신의능력을충분히발휘하여가치를향상시키려는욕

구이다. 성취동기는 인간의 행동을 욕구와 환경의 상호

작용결과로나타난다고전제하고환경의작용은개인이

지각하는 압력으로 개념화 될 수가 있다. 성취동기란 훌

륭한 과업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에서 만족하는 성취 자

체를 위한 의욕이다. 즉 성취결과와 상관없는 성취를 위

한 내적동기를 중요시하는 개념이다[14,15].

ERP 회계학습에서컴퓨터기술은정보기술사용능력

및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능력이다. ERP 프로그램 학습

에필요한능력은기초정보능력, 실무시험학습에필요한

컴퓨터능력등의 ERP 정보시스템사용을위한정보기술

능력을포괄한다. ERP회계교육은학생들의유리한취업

을 위해서 일차적으로 자격증 취득이 목표이다. 이를 위

해서 전반적인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이론의 이해와 회계

정보의 실무처리능력을 컴퓨터를 활용하여 숙달될 때까

지 반복적으로 연습하여야 한다. ERP 회계 자격시험에

서는 회계와 세무 업무처리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회계

정보시스템의 이론과 실무에 대한 선행연구는 회계 및

세무학과의 회계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교

육시기와인지수준, 이론과실무를중심으로연구되었는

데 실무경험 유무에 따른 이론과 실무 선호비중의 차이

를보면실무경험이없는집단이실무를더중시하고있

으며 실무경험이 있는 집단은 실무보다는 이론을 더 중

시하는것으로나타났다[16]. 본 연구에서도이러한선행

연구를기반으로개인특성요인으로자기효능감, 성취동

기, 컴퓨터기술을 선정하였는데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었

던설문문항을본연구에맞게재구성하여사용하였으며

ERP 회계교육의개인특성이 ERP 교육만족도에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ERP 회계교육의개인특성은교육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연구의 설계
3.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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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ERP 회계교육이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하기 위하

여선행연구를근거로변수를추출하고연구모형을설정

하였다. 독립변수로는 ERP 회계교육을 설정하고, ERP

회계교육의 하위변수로 정보특성, 시스템특성, 개인특성

을설정하였다. 그리고종속변수인교육만족도의하위변

수로는 이해, 기능, 업적, 가치로 설정하였다. ERP 회계

교육이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3.2 변수측정
정보특성은교육생이지각하는가치의효율성을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는 ERP 회계교육의 정보특성은 정보

의 정확성, 적시성, 유용성의 지각수준으로 측정하였다.

정확성은 산출정보의 완전성, 일치성, 정밀성에 대한 지

각수준을 측정하였으며, 적시성은 정보의 최신성, 충분

성, 신속성을 설문내용으로 하였다. 유용성은 문제해결,

의사결정에대한학생의지각수준과같은내용으로측정

하였다[17,18,21].

시스템특성은정보처리시스템자체에대한정보시스

템 또는 품질속성 기능의 효율성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용이성은 시스템 사용의 쉬운 정도 및 시스템

산출 결과물의 이해가 쉬운 정도를 의미하며 유연성은

시스템이다른시스템과의자료교환가능성및환경변화

에 융통성 있게 대응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선행연구에

서는 시스템 특성을 사용자 만족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를 근거로 시스템

특성의 측정변수로 용이성, 유연성, 신뢰성을 반영하였

다[19,22].

자기효능감은학생의 ERP 회계교육능력에대한확신

및 자신감을 의미하며 성취동기는 ERP 회계를 학습하

고자 하는 학생의 열망, 의지를 의미한다. 컴퓨터기술은

ERP 회계학습에 필요한 정보기술 사용능력 및 인터넷,

소프트웨어, 컴퓨터의 사용능력이 포함된다[13,19,20].

<Table 1>은 설문지의 구성을 나타내었으며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한 것이다.

Variables
Contents(Number of

questions)
Reference

Information
characteristics

Accuracy
(4),

Timeliness(3),
Usefulness(4)

Seddon and
Kiew1994),

Son.and Shin(2011)

System
characteristics

Ease(4),
Fexibility(4),
Reliability(4)

Seol and Park(2004),
Roh2011)

Personal
characteristics

Self-efficacy(3),
Achievement
motive(3),

Computer skills(3)

Noh.(2008),
Lee and Choi(2011)

Understanding
Accounting Cycle(3),
Accounting Process(4),
Information(4)

DeLone and
McLean(1992), Lee
and Choi(2011)

Function
System(3)

ERP Software(3)

Shin and Son(2012),
DeLone and
McLean(1992)

Performance

Educational Effect(3),
Acquisition of
Certification(3),
Educational
efficiency(3)

Seddon(1997)and
Kiew, Noh(2008),
Oh and Lee(2015)

Value
ERP Validity(3),
ERP Productivity(3)

Koufaris(2002),
Noh(2008),
Kand(2016),

<Table 1> Questionnaire Configuration

3.3 조사방법 및 표본특성
본연구의가설을검증하기위하여 2017년 3월 10일부

터 4월 19일까지수도권대학중 ERP 회계교과목을수강

하는 D대학교와H대학교학생을대상으로직접설문지를

배포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총 8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76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회수한 설문지 중에 불성실한 답변과 결측

치가있는설문지 7부를제외한 69부를실증분석에사용

하였다. 연구대상자의일반적특성으로는남성 34.5%, 여

성 65.5%로구성되어있으며, 학년은 2학년 28명(40.6%),

3학년 39명(56.5%), 4학년은 2명(2.9%)으로 나타났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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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신입생 중에는 ERP 회계교육을 수강한 학생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실증분석 
4.1 변수의 타당성과 신뢰성분석
변수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실시한결과는 <Table 2>와같다. 신뢰도분

석 결과 Cronbach’s α계수가 모두 0.6이상으로내적일관

성을 제시하고 있다[27]. ERP 회계교육의 하위 요인 모

두 Eigen Value 1 이상, 분산의누적설명력은 ERP 회계

교육은 65.12%, 교육만족도 66.76%로 모형이 분석에 적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KMO와 Bartlett의 검증결과

Kaiser Meyer Olkin척도가 ERP 회계교육이 0.605, 교육

만족도가 0.687로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

성 test에서유의한결과(p<0.001)를 보여타당성에는문

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Variables
Cronbach’s

α

Eigen
Value

Cumulative
Variance %

ERP
Accou
nting
Educa
tion

Information
characteristics

0.679 2.147 22.89

System
characteristics

0.606 2.010 45.31

Personal
characteristics

0.598 1.669 65.12

Educa
tional
Satisf
action

Understanding 0.723 4.074 19.74
Function 0.62 3.798 40.07

Performance 0.650 2.851 54.13

Value 0.878 2.395 66.76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4.2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

계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각 변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0.8을 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는 없으며, 판별타

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20]. ERP 회계교육의 상관관

계분석결과 개인특성과 정보특성을 제외한 구성요소가

1%수준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가장 상관관

계가높은변수는 시스템특성과개인특성으로나타났다.

M SD 1 2 3
Information
characteristics

4.15 .454 1

Personal
characteristics

4.49 .457 .186 1

System
characteristics

4.61 .417 .354** .363** 1

* p<0.05, ** p<0.01, *** p<0.001

<Table 3> Correlation of ERP accounting education

교육만족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Table 4>에서 보

이는것과같이모든변수가 5%수준에서유의한상관관

계를 나타내고 있다.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는 기능

과 이해로 나타났다.

M SD 1 2 3 4

Performance 4.57 .364 1

Understanding 4.73 .389 .499** 1

Function 4.57 .409 .671** .705** 1

Value 2.01 .711 .278* .282* .286* 1

* p<0.05, ** p<0.01, *** p<0.001

<Table 4> Correlation of Educational Satisfaction

4.3 연구가설 검증
회귀분석결과 0.1%유의수준에서 ERP 회계교육이이

해에정(+)의 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며 1%유의

수준에서 ERP 회계교육이기능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환경변화에 대한 시스

템의 신속한 대응과 변경이 가능하고 ERP 시스템 안에

서회계, 인사, 물류, 생산 등다른시스템과의자료교환

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ERP 회계

교육이 성과와 가치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Independent Dependent β t R2 F

ERP
Aaccounting
Education

Performance .238 1.801 .068 3.215

Understanding .604 5.762*** .361 35.025***

Function .387 3.151** .155 10.016**

Value .036 .130 .021 .025

* p<0.05, ** p<0.01, *** p<0.001

<Table 5>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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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와 기능을 종속변수로 하위요인별 다중회귀분석

을실시한결과 <Table 6>에제시된것과같이 5%수준

에서유의하게나타났다.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가 모두 10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나타났다. ERP 회계교육의정보특성과개인특성

은 종속변수인 이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시스

템 사용이 쉽고, 용어가 이해되면 회계정보시스템 산출

결과물에대한이해도가증가된다는것이다. 개인특성은

기능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컴

퓨터를사용하는능력이 ERP 관련 자격증취득및시스

템 효과를 증진시키는데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Independent Dependent β t R2 F VIF

Information
characteristics

Understand
ing

.416
4.049
***

.413
12.973
***

1.152

System
characteristics

.046 .254 1.176

Personal
characteristics

.394
3.857
*** 1.302

Information
characteristics

Function

.039 .157

.179 4.023*

1.149

System
characteristics

.071 .396 1.168

Personal
characteristics

.397 3.485** 2.280

* p<0.05, ** p<0.01, *** p<0.001

<Table 6>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ig. 2] Results of Analysis

5. 결론
본연구는 ERP software를 이용한회계교육과교육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실증분석을 실시하였

다. ERP 회계교육의하위변수인정보특성, 개인특성, 시

스템 특성이 교육만족도의 하위변수인 성과, 이해, 기능,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에 활용된

도구는 SPSS 21.0 프로그램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같다. 첫째, ERP 회계교육이이해

와 기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해에 유의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ERP 회계교육은 성과와 가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ERP 회계교육의 개인특

성과정보특성은이해에유의한영향을미쳤으며개인특

성은기능에 1%유의수준에서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ERP 회계교육이 교육만족도에

미치는영향을분석하여 ERP 회계교육의효과를검증하

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표본으

로 sample size가너무적어연구를일반화하기에는한계

가있었으며연구결과에미치는영향을통제하지못하였

다. 향후연구에서는다양한지역을표본으로선정하고 2

년제 대학도 포함하여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연구를 PLS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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