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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컨버전스 사회에서 AI교육 특성변수가 심리적 

자본과 플로워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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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디지털 컨버전스 사회에서 AI교육 특성변수들과 심리적 자본, 심리적 자본과 플로워의 관련성, AI

교육 특성변수와 플로워사이에 심리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I 교육의 특성변수에는 
정확성, 유용성, 사용 용이성이 있다. 실증분석은 수도권 대학 중 회계정보를 강의하는 3개 대학에 설문지를 배포하
여 최종 282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SPSS 22.0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과 매개변수에 대
한 분석으로 계층적 회귀분석의 3단계 분석방법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AI교육 특성변수는 심
리적 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교육 특성변수 중 정확성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
수라는 것이 발견되었다. 둘째, 심리적 자본은 플로워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AI교육 특성
변수와 플로워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심리적 자본 매개효과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심리적 자본은 AI

특성변수와 플로워사이에 주요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AI교육 특성변수와 플로워
의 관계에서 심리적 자본이 매개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기효능감, 복원력, 희망, 낙관주의와 같은 행동요인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주제어 : 디지털 융복합 사회, AI교육 특성변수, 정확성, 심리적 자본, 플로워, 매개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between AI education characteristics and 
psychological capital, psychological capital and flow, AI characteristics and flow through medit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capital in the digital convergence society. There are three AI characteristics: correctness, 
usefulness, easy of use. This empirical study was examined by 282 questionnaires to the three universities that 
teach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It was performed by three-step method of th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for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parameter using the SPSS 22.0. The results and implications 
by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AI characteristics and psychological capital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From AI attribute, correctness was established as the most important element. Second, 
psychological capital positively(+) influences flow. It allowed for the developed in flow. Third, psychological 
capital was shown as the major meditative variable between AI characteristics and flow. Through these, this 
paper suggests to reinforce self-efficacy, hope, resilience, optim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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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디지털 컨버 스 사회는 디지털기술의 발 으로 정보

화의 기틀이 구축되면서 커뮤니티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사회이다. 디지털 컨버 스 사회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해서는 디지털 기기의 기술이나 정보, 활용 능력을 향

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1,22,23].

디지털 기술은 조작기능, 정보기능, 력기능으로 나

 수 있는데 이  정보기능에는 형식  정보기능과 실

질  정보기능이 있다[1,2]. 회계정보는 실질  정보기능

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처리하며 평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디지털 기술에 한 근 가능성이 확보된 상황에

서 컴퓨터나 인터넷 등에 한 기기의 공포나 낮은 효율

성 등의 심리 요소가 디지털 활용 유형에 장애로 작용

할 수 있으며 심리  요소가 로워에 한 동기를 가지

게 한다고 하 다[2,24,25].

정보화시 에 기업은 IT지식을 기 로 업무를 수행하

는 것이 많기 때문에 경 이나 회계학 분야에서도 정보

기술이 포함된 정보시스템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3]. 

정보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기존 회계담당자들이 수행

하던 회계업무를 회계 소 트웨어가 신함에 따라 통

인 회계가 제공하던 서비스의 수요가 감소하 다. 회

계학 교육 장에서도 다양한 회계 소 트웨어의 사용법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실무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회계정보의 데이터베이스  회계솔루션 등 고  정보기

술도 제공하여 기업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회계교육

이 제공되어야 한다[4,5,29].

심리  자본(psychological capital)은 개인의 심리를 

바탕으로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  심리상태를 말한다. 심리  자본은 경제  자본, 인

 자본, 사회  자본 등 자본개념을 확장하려는 시도로 

등장하 으며 자기 효능감(self-efficacy), 희망(hope), 복

원력(resilience), 낙 주의(optimism)를 통합된 심리  

차원인 하나의 개념으로 표 하는 것이다[6,30,33]. 기존

의 연구에서는 심리  자본이 종업원 고용이나 이직의도 

등에 미치는 향을 부분 기업을 상으로 하 으나 

로우는 학습에 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으므로 

학생을 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

므로 본 연구에서는 학생을 상으로 기술과 정보 서

비스가 융합된 디지털 사회에서 AI(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특성변수가 심리  요인들이 통합되어 상호작

용을 통하여 효율성과 효과성을 상승시킨다는 심리  자

본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고, 심리  자본이 

로워에 미치는 향과 AI교육 특성변수와 로워사이

에 심리  자본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여 회계분야에 있어

서 효율 인 정보시스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과 연구가설

2.1 디지털 컨버전스 사회

    (Digital Convergence Society)

Kahne and Sporte(2008)는 디지털 컨버 스 사회는 

정보시 의 지식과 정보를 포함하여 융복합된 디지털화

(digitalizing)를 이룬 사회이며, 디지털화는 사람의 인지

체계변화를 가져온다고 하 다. 디지털 컨버 스 사회에

서는 다양성과 융복합 욕구를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산업

이 발 할 것이며, 제조 는 서비스보다 솔루션을 제공

하는 것이 더 요하다고 주장하 다. 한 아날로그 사

회에서 디지털 컨버 스 사회로의 변화를 통하여 정보의 

화가 실 되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는 사람들을 

디지털기기에 익숙하게 해주었으며 디지털기기를 이해

하고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의 필요성을 제기하 다[7]. 

Nelson(2009)은 융복합 디지털화는 삶에 있어서 심리  

체계의 변화를 야기한다고 하 다. 디지털 컨버 스는 

인간의 뇌에서 이루어지던 기능 의 일부가 인간의 능

력보다  우 에 있기 시작하면서 교육에 있어서도 인간

의 사고능력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다양한 연산구조의 해

결과 정보처리를 신해 주고 있다. 디지털 컨버 스 확

산은 새로운 시장 기회를 가져올 뿐 아니라 산업구조에 

근본 인 변화를 래하고 있다. 디지털 컨버 스 사회

의 학습자는 자신과 자기사회에 한 지식을 비 으로 

용하는 능력을 배양하여야 하며, 디지털 컨버 스 사

회의 생활방식을 자신에 맞는 방법으로 정착시키고, 개

선하여야 한다고 보고하 다[8,26].

김동섭(2010)은 디지털 컨버 스 사회는 서로 다른 네

트워크의 통합, 다양한 서비스와 기기의 융복합, 기업간

의 융복합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삶을  변화시켰다고 하

다. 디지털 컨버 스는 여러 기술이나 성능이 하나로 

융합되는 일이며, 사회  에서는 컴퓨터 네트워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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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통신망이 결합되어 탄생한 미디어환경이라고 하

다[23.27].  

2.2 AI(Accounting Information)교육과 심리

적 자본

AI 련 수업은 회계이론과 산회계 로그램을 이용

하여 실무지향 인  인재양성을 목 으로 교육하는 것이

다. 손 과 박성진(2011)은 기업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해서는 실무 심의 교육이 실시되어

야 한다고 하 다[9,28].

Rho Ryeo(2011)의 연구에서 AI는 회계거래를 입력하

면 컴퓨터가 회계순환과정에 의하여 데이터를 처리하고 

이용자들이 합리 인 의사결정을 하여 재무보고서를 

자동으로 출력하는 시스템이라고 하 다. 한 효과 인 

회계정보를 사용하기 해서는 다양한 시스템을 비교, 

평가하여 다른 시스템과의 유연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어

야 한다고 보고하 다.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하여 사

용 용이성, 정확성이라는 특성변수가 종속변수인 성과변

수로 심리  자본인 이용자 가치에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21,22,23]. 

Venkatesh와 Davis(2000)는 정보기술수용 모형자체

보다는 인지된 유용성을 강조하 으며 외부변수의 향

을 요시하 다. 자료를 입력, 처리, 출력하여 외부의 정

보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해 소 트웨어  하드

웨어를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 으며, 인지  유용성은 

심리  자본에 매우 유용한 측정도구임이 입증하 다

[10]. Bedard et al.(2012)은 인지된 사용 용이성과 인지된 

사용시스템 유용성이 심리  자본에 미치는 향을 살펴

보았고 심리  자본의 구성요소인 자기효능감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무처리기술에 한 

자신감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AI는 기업의 내부 

는 외부정보이용자에게 효율 인 방법으로 기업의 경

활동에 한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한다는 특징을 가지

고 있다고 하 다[11,27].

Luthans(2002)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 희망, 복원

력, 낙 주의를 통합된 심리  차원으로 설명하 다. 자

기효능감은 주어진 상황에서 특정한 과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기 능력에 한 신념으로 설명하 으며, 희망

은 과업을 성공하려는 의지이며, 복원력은 실패나 책임

에 한 부담감으로부터 원래 상태로 회복하려는 성향이

며, 낙 주의는 정 인 사건의 원인에 해서는 구

인 것으로, 부정 인 사건의 원인에 해서는 일시

인 것으로 보는 태도라고 정의하 다. 연구결과, 자기목

표 설정과 열망을 가지고 근하는 행동  정신  과정

에 한 활동이 심리  자본  자기효능감 증진에 향

을 미치며, 과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방향설정이 심리

 자본인 자기효능감, 낙 주의, 복원력에 향을 미친

다고 하 다[9,12,21].   

우수한 AI의 산출과 로그램에 한 사용자의 만족

도가 높아지기 해서는 사용하기 쉬운 소 트웨어가 개

발되어야 한다고 하 으며 개인의 특정 AI 사용은 성과

향상에 향을  것이라고 하 다. AI교육 특성변수를 

학생을 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것

은 정보 복원능력에도 향을 미친다고 하 다[13,14].

선행연구에서는 심리  자본  자기효능감에 한 

연구가 부분이었으나 심리  자본의 4가지 요소(자기

효능감, 희망, 회복력, 낙과주의)로 확장하여 회계정보교

육이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보에 한 수집

과 이용이 기술수용에 한 정 인 태도와 주변 사람

들의 심리  자본에 향을 다는 결과를 토 로 회계

정보의 하 속성인 정확성과 유용성, 사용 용이성이  심

리  자본에 향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 회계정보의 정확성은 심리  자본에 정

인  향을  것이다.

<가설 2> 회계정보의 유용성은 심리  자본에 정

인  향을  것이다.

<가설 2> 회계정보의 사용 용이성은 심리  자본에 

정 인  향을  것이다.

2.3 심리적 자본과 플로워

Abuhamdeh와 Csikszentmihal(2012)의 연구에서는 자

신이 심이 있는 상에 몰입하여 즐기는 정 인 상

태인 로워를 종속변수로 하여 심리  자본이 로워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한 자신이 결정하는 학습에 

한 내 인 동기와 학업에 한 자기효능감이 심리  

요인에 요한 요인임을 발견하 다[15,26].  

사회심리학자인 Bandura(2004)에 따르면 주어진 상황

에서 자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에 한 기 가 신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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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향을 주며 그것은 로워에도 향을 미친다고 하

다. 로워는 학업이나 직무에 한 애착과 요성으

로 정의되며, 도 , 즐거움, 주의집  등으로 구성된다. 

학생들의 심리  자본이 높을수록 로워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심리  자본  학업에 한 낙

주의는 학업에 한 스트 스를 감소시키고, 로워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다고 하 다. 개인의 기술수 이 학

습과 균형을 이룰 때 즐거움과 주의집 이 일어난다고 

하 다. 그러나 컴퓨터를 매개로 하는 환경에서 주요한 

경험은 개인의 심리  인식에 따른 반응으로 측정도구의 

사용이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고 하 다[16,17,18]. 컴퓨터

를 매개로한 커뮤니 이션에서 심리  자본은 로워에 

향을 미친다는  Funk et al(2003)의 연구에서는 도 감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학생의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하

다. 학생들이 특정 과업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는 자신감이 로워에 한 도 감을 향상시키며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과업에서 성과를 나타내기도 한다고 보

고하 다.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실제로 자신이 필요하

다고 느끼는 학습내용에 하여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어 로워에 향을 다고 하 다[30,32,34]. 

따라서 와 같은 선행논문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은 

연구가설을 제시하 다.

<가설 4> 심리  자본은 로워에 정 인 향을 

 것이다.

2.4 AI와 플로워의 관계에서 심리적 자본의 

    매개효과

Luthans(2002), Funk et al.(2003)의 연구를 보면, 리더

십과 로워 사이에 심리  자본이 매개변수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  자본이 매개변수로 종속

변수인 스트 스, 이직의도, 구직행동에 향을 다는 

것이다[12,30]. 한 Luthans et al.(2008)은 심리  자본

을 매개변수로 조직풍토가 성과와 직무만족, 로워에 

향을 다는 연구를 하 다[19,23]. 이외에도 Warumbwa 

et al.(2011)은 은행직원을 상으로 리더십이 집단성과

에 미치는 향의 연구에서 심리  자본이 요한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제시하 다[21,22].

이와 같이 심리  자본을 매개로 한 여러 선행연구를 

기 로 독립변수인 회계정보특성과 종속변수인 로워 

와 련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5> 심리  자본은 AI와 로워의 계를 매개

할 것이다.

3. 실증적 연구방법

3.1 연구모델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컨버 스 사회에서 AI교육 특

성변수인 정확성, 유용성, 사용 용이성이 심리  자본에 

미치는 향, 심리  자본이 로워에 미치는 향, AI교

육 특성변수와 로워의 계에서 심리  자본의 매개역

할을 살펴보기 하여 아래의 [Fig. 1]과 같은 연구모델

을 수립하 다.

[Fig. 1] Research Model

3.2 변수측정

Venkatesh와 Davis(2000)는 기존의 기술수용모델에

서 태도를 제외하고 인지된 유용성과 편리성이 사용자의 

이용의도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Rho Ryeo(2011)는 

A!S의 정보특성변수로 정보의 정확성, 시성, 유용성의 

변수를 사용하 다. 시스템특성변수로는 사용 용이성, 유

연성, 신뢰성이라는 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개인

 특성으로는 개인의 컴퓨터 활용능력, 개인의 참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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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신성을 요한 변수라고 하 다[10,11,31,33].

Luthans(2002), Luthans et al.(2005), Warumbwa et 

al.(2011)에 의하면 자기효능감, 복원력, 희망, 낙 주의를 

통합하여 하나의 심리  차원으로 보고 통합된 심리  

차원이 높은 상호작용과 설명력을 나타낸다고 하 다.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맡은 과업을 성공 으로 달성하기 

하여 인지자원, 동기부여, 행동에 투여되는 자신감에 

한 개인의 신념이다. 복원력은 어떤 사건의 책임감이

나 갈등, 실패로부터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려는 힘이다. 

희망은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성공 으로 이루어내려

는 동기나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로 정의된다. 낙 주

의는 주어진 상황이 정 인 경우에는 원인이 내재 이

고 구 이며, 지배 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어진 상황이 부정 인 경우에는 원인이 외부 이며, 

일시 이고 특별한 상황에서 발생되는 태도라고 생각한

다[12,19,21]. Bandura(2004), Funk et al(2003)의 연구에

서는 로워를 도 , 즐거움, 주의집 으로 구성하여 잠

재  능력을 최 로 발휘하는 상태로 학습에 한 열정

을 가지고 과업에 한 성취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

장하 다[16,32].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문항을 참고하여 본 연구와 

련된 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설정하고, 5  리커드 척도로 

측정하 다. <Table 1>은 설문지의 구성을 나타낸 것이

다. 

3.3 조사방법 및 표본특성

본 연구에 제시된 가설을 검증하기 한 방법으로 

2015년 10월 26일부터 11월 21일까지 수도권 학  회

계정보를 강의하는 3개 학에 3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

여  286부를 회수하 으나 이  답변이 불성실한 4부를 

제외한 282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 다. 자료를 분석하

기 해서 SPSS 22.0을 사용하여 다 회귀분석과 매개

변수에 한 분석으로 계층  회귀분석의 3단계 분석방

법을 실시하 다[20]. 

Variables Questions Reference

Correctness

(3),

Usefulness

(3),

Easy of 

Use(4)

The information is trustable. 

The information is frank. The 

information is accurate.

The information is useful.

The information is valuable. 

The information is help me to 

make a decision.

The information is precise.

The information is familiar.

I understand the program. The 

information in the learning helps 

me.

Venkatesh and  

Davis(2000), 

   Rho Ryeo(2011), 

Bedard et al.(2012) 

Psychological 

Capital

(12)

I can handle things in order. 

I do things correctly.

I pursue the goal. 

I know the various resolutions.

I can successfully perform a task. 

I can achieve this goal. 

I am optimistic.

I have a positive impact on 

business promotion. 

I developed a plan to overcome 

the crisis.

I like the challenge. 

I keep trying. 

I have the ability to cope. 

Luthans(2002), 

Luthans et 

al.(2005),   

Warumbwa et 

al.(2011)

Flow

(16)

I understand the learning content. 

I have a goal of the study. I 

have to study properly.

I focus when studying. 

I like to study. 

I will continue to study. 

I study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When I study I don't care 

others.

I can do the difficult task. When 

I studied, time passed quickly.

No matter what the result I 

entrust it.

I know what to do.

I enjoy the process of learning. 

I am happy while studying.

I am comfortable while studying.

I can easily new tasks.

Bandura(2004), 

Funk et al(2003) 

<Table 1> Questionnaire of Study

 

4. 실증적 분석결과 

4.1 표본의 일반적 특성

연구를 하여 배포한 설문지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성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상자의 성별은 남성이 

124명으로 44%, 여성이 158명으로 56%로 나타났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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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은 3학년이 90명으로 31.9%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참

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학년 68명(24.1%), 2학년 66명

(23.4%), 4학년 58명(20.6%) 순으로 참여하 다. 

Classification frequency %

Gender
male 124 44

female 158 56

School

Year

1st year 68 24.1

2nd year 66 23.4

3rd year 90 31.9

4th year 58 20.6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ample

4.2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각 변수들 간의 상 계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3>

과 같다. 변수들 간의 상 계에 하여 유의성이 확보

되었는지 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로워와 AI의 

3개 요인간 상 계수는 정확성 0.202, 유용성 0.163, 사용 

용이성 0.222로 유의수  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한 심리  자본과 로워의 상 계수는 

0.229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의 값이 0.8 미

만이므로 다 공선성(multicollinearity)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28].  

Variables 1 2 3 4 5

1. Correctness 1

2. Usefulness 0.702** 1

3. Easy of Use 0.704** 0.773** 1

4. Psychological 

  Capital
0.778** 0.716** 0.738** 1

5. Flow 0.202** 0.163** 0.222** 0.22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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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Correlation of Measured Items(N=382)

4.3 연구가설 검증

본 연구의 가설 1, 2, 3을 검증하기 해 AI의 3가지 

속성인 정확성, 유용성, 사용 용이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심리  자본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검증의 결과는 <Table 4>와 같다. 

Independent

 Variables 
B SE S.B t p

Constant 0.048 0.033 1.466

Correctness 0.741 0.022 0.747 33.894 0.000

Usefulness 0.256 0.040 0.262 6.445 0.000

Easy of Use 0.562 0.040 0.518 12.636 0.000

F:3865.169, P: 0.000, R
2
: 0.9770

<Table 4>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Psychological Capital

AI의 특성변수인 정확성, 유용성, 편리성이 모두 심리

 자본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

리  자본에 향을 미치는 AI의 특성변수  정확성에 

한 표 화 β값이 0.747로 유용성(0.262), 사용 용의성

(0.518)보다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는 Bedard et al.(2012)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회계

정보의 정확성이 심리  자본인 인간의 감정과 의사결정

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ndependent

 Variables 
B SE S.B t p

Constant 2.853 0.385 7.401

Psychological 

Capital
0.287 0.073 0.231 3.942 0.000

F:3865.169, P: 0.000, R2: 0.977

<Table 5> Simple Regression Analysis: flow

    

심리  자본은 로워에 정 인 향을  것이라

는 가설 4를 검증한 결과, 표 화 β값이 0.231(t=3.942)로 

나타나 심리  자본은 로워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가설4(<Table 5>)는 채택되었다. 

이는 Abuhamdeh와 Csikszentmihal(2012)의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자신이 결정하는 학습에 한 내 인 동

기와 학업에 한 자기효능감이 심리  요인에 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하 다.

심리  자본은 AI의 특성변수가 로워에 미치는 

향에 하여 매개작용을 할 것이라는 가설 5를 분석하기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이를 해 분석 로그

램인 SPSS 22.0을 이용하여 3단계 회귀분석을 하 다. 

심리  자본의 매개역할을 검증하기 하여 첫 번째 단

계에서는 AI특성변수와 심리  자본 하여 회귀분석하

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AI교육 특성변수와 로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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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회귀분석 한 후에 세 번째 단계에서는 AI교육 특성

변수, 심리  자본과 로워에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

하 다. 세 번째 단계의 분석결과 독립변수의 표 화 β

가 두 번째 단계의 표 화 β보다 으면 매개변수의 효

과가 검증되는 것이다. 동시에 심리  자본이 통제되었

을 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향이 유의하지 않다면 

완 매개, 유의하면 부분매개라고 단된다[20,28].  

<Table 6>에 제시된 검증결과를 요약하면, 매개효과

인 심리  자본을 분석한 결과 정확성, 유용성, 사용 용이

성 모두 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이  정확성과 유용

성은 부분매개 효과가 확인되었으며, 사용 용이성은 완

매개 효과가 나타나 가설 5는 채택되었다. 

M.V I.V

Dependent

variable M.ediating 

Effect
step β t

P 

C

Correctness

1

2

3D

3M

0.978*** 

0.725**

0.184*** 

0.202***  

79.297

2.585

2.809

2.585

Partial Effect

Usefulness

1

2

3ID

3M

0.916***

0.163***-

0.286*

0.491*** 

38.108

2.769

1.986

3.408

Partial Effect

Easy of Use

1

2

3ID

3M

0.938**

0.222***

0.063

0.211*

45.235

3.813

0.377

2.609

Totally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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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6> Mediating effect of phychological Capital
between AI characteristics and flow 

(N=282)

5. 결론

재 외부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융복합이 강조되고 

있는 디지털 컨버 스 사회에서 본 연구는 AI의 특성이 

심리  자본에 어떤 향을 미치고, 심리  자본은 로

워에 어떤 향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AI의 특성변수와 

로워의 계에서 심리  자본의 매개효과를 실증 분석

하 다. 실증분석에 활용된 도구는 SPSS 22.0 로그램

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AI교육 특성변수가 심

리  자본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정확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심리  자본과 

로워의 계에서도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심리  자본인 자기효능감, 복원력, 희망, 낙

주의가 로워에 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셋

째, AI교육 특성변수와 로워사이에 심리  자본이 매

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I교육 특성변수  

정확성은 심리  자본과 로워에 직 인 향이 있으

며, 심리  자본은 정확성과 로워사이에 부분매개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특성변수  유용성은 심

리  자본과 로워에 직 인 향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로워와의 계에서 심리  자본이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AI교육 특성변수 

 사용 용이성이 심리  자본과 로워에 직 인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용 용이성과 

로워의 계에서 심리  자본이 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용 용이성이 높아도 심리  자

본에 향을 주지 않으면 로워에도 향을  수 없다

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 한 시사 으로는 첫째, AI의 선행연구에

서는 다루지 않았던 심리  자본을 활용하여 로워에 

미치는 계를 규명하 다. 둘째, 심리  자본에서 자기

효능감, 복원력, 희망, 낙 주의는 AI의 특성변수 에서

도 정확성과 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정

보의 정확성은 심리  만족에도 향을 주기 때문에 시

스템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셋

째, 심리  자본은 AI교육 특성변수  사용 용이성과 

로워에 완 매개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회계정보 로그

램을 개발하는 문가들은 학생들이 사용하기에 용이한 

시스템 개발에 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

다.  

이와 같은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정보를 사

용하는 학생만을 상으로 하 다는 것과 AI를 사용한 

상과 사용하지 않은 상과의 차이에 한 연구가 이

루어지지 못한 한계 이 있으나 추후의 연구에서는 이러

한 문제 을 극복할 수 있도록 회계정보를 사용하는 

문가 집단을 상으로 표본 수집을 국 으로 확 하고 

AI사용여부에 한 차이분석을 하여 연구를 보완할 필요

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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