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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how to apply PBL(Problem-based learning model) model to interdisciplinary field such as engineering 

accounting. The PBL approach can provide a solution about educational issue for engineering accounting with a systematic view. 
A web-based practice system, which is a core element of PBL model and a learning object and practical exercise for engineering 
students, is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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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1)

우리는 흔히 차 조표와 손익계산서도 읽을 줄 모르는 

공학도에게 경영을 맡길 수는 없다는 말을 듣곤 한다. 또, 공

과 학을 졸업하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선배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보면, 공과 학에 요구하는 새로운 강의 주제

로 가장 우선순위중 하나로 뽑히는 것이 바로 “재무제표를 

읽는 법”이다(박용태, 2007). 더구나 오늘날의 회계정보의 중

요성과 재무 분석의 필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경영시스템

이 거 해지고 경영활동이 복잡해지면서 회계정보를 정확하

고 신속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조직의 재무상태가 어떤지, 경

영성과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

히, 공학 전공 출신자들은 생산 및 서비스시스템에서 각자의 

전공과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정확하고 신속한 회계정보를 

바탕으로 조직의 내부 효율성과 생산성을 올려야 한다. 또한, 

향후 경영진이 되거나 창업 이후에 CEO가 되기 위해서는 기

업의 회계정보의 분석과 이에 기반한 전략적 의사결정 그리

고 외부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응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이공계 졸업생들의 상당 부분이 연구개발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 연구개발에 있어서 연구개발의 목적 달성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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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산관리는 매우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이며, 이 역시 이

공계 졸업생이 수행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주지하다시피 연

구개발 활동은 기업에서 가장 비정형적인 활동이다. 연구개발 

활동은 기업에서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내용을 탐구하는 활

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개발에 관련된 지출의 표준을 

설정하기 어려우며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도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전통적인 회계관리제도는 표준원가를 설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원가를 관리한다. 결국 전통적 개념의 회계관

리제도를 연구개발 분야에 그 로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조성표, 2009). 이러한 측면에서 공학도들이 회계에 관한 기

본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분야에 적용,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공 생을 상으로 공학회계를 

학습한 학생들이 졸업 후 기업 현업에서 실제 활용 가능한 

교육을 하자는 동기에서 출발하였다. 이는 최근 10여 년 동

안의 이공계 기피 현상과 더불어 산업 현장에서의 공학교육

에 한 불만과 수요 변화를 교육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에 근거 한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문제 기반 학습 모형(PBL: problem-based 

learning model)을 고려한다. 

PBL 모형은 수업을 진행하면서 경험적이고 직감적으로 얻

게 된 생각, 지식, 기술, 과정이 체계적으로 제시된 학습 환

경이며, 수업 방식이다(Barrows, 1994). PBL은 학습자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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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집단 협동학습으로 이루어지며, 주로 사례 중심의 문제

를 상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이때 교수자는 지식을 전수하

는 강의자라기보다는 조력자, 학습 촉진자, 안내자, 정보제공

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학습자들은 소집단을 구성하여 비

구조화 된 문제를 토의와 협동적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푼

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학제 간 학

습경험을 갖게 되며, 비판적이고 반성적인 사고능력, 추론능

력,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팀웍 등을 개발하게 된다(강소연 

외, 2005). 

학습자 및 문제해결 과정 중심인 PBL 모형은 긍정적인 학

습효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Polanco et al., 

2004).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의사소통 불안의 감소와 수업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으며(김은주, 2003), 공 생을 상으로 

한 강소연 외(2005)의 연구에서도 체적으로 학생들이 PBL 

수업에 해 만족하고, 특히 불안수준이 감소되어 발표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 효과가 있음을 실증 분석하고 있다. 

또한, PBL에 기초한 교육 프로그램이 뚜렷한 창의력 향상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다(서형업, 2007). 

따라서 본 연구의 핵심은 교육학에서 개발한 PBL 접근방

법을 공학회계라는 다분히 학제 간 성격(공학과 회계학)을 갖

는 교과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이다. 교육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PBL 접근방법은 급변하는 기업 환경에서 공학회계와 

관련한 기업 문제를 제기하고 다룰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이

를 시스템적 관점해서 해결하려는 공학적 측면에서도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PBL 모형의 핵심 요

소이며 학생들이 수행할 비구조화 된 학습 상물 생성과 해

결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웹 기반 실습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II. 공학회계의 PBL 모형에 대한 수요 분석 

1. 산업에서의 공학회계 교육 수요 

공과 학에서 회계 관련 강좌운영은 주로 산업공학관련 학

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산업공학 전공자들의 진출 산업 특

징을 살펴보면 우 다양한 분야로 진출한다는 점이다. 전통

적인 제조업이 44%로 아직까지 다수를 차지하지만 정보통신

업이 24.3%, 금융, 물류유통, 교육컨설팅 등의 서비스 분야가 

12.5%로 매우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 또한 업무부서

의 경우 연구개발(20.0%), 생산(11.4%), 컨설팅(11.3%), 기획

관리(10.4%), 영업/마케팅(7.9%), 재무/회계(2.5%) 등 기업 내 

진출 부서 역시 매우 다양하며, 특히 경영학 전공자들이 주로 

진출하는 부서로까지 확 되고 있는 추세이다(한국학술진흥

Fig. 1 The evaluation of IE graduates about accounting 
education (5 scaled, KRF 2006a) 

재단, 2006).

산업공학에 한 산업체의 주요 교육 요구 추세나 졸업자

들의 진출 분야 추세를 고려할 때, 경제성분석 분야의 교육

이 산업 및 기업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보이며, 특

히 다양한 부서로 진출함에 따라 기업의 회계 정보의 분석, 

활용 능력이 향후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

한 점은 다음 Fig. 1과 같이 졸업자를 상으로 회계 관련 

지식에 한 현재 업무에서 필요한 정도와 재학 시 배운 정

도에 한 설문 결과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2. 공대생들의 공학회계 교육 수요 

공  재학생들에 한 공학회계 교육수요 특성은 본 학과

의 회계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 상으로 최근 3년간의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본 학과에서는 2학년 1학기 전

공선택으로 개설되었으며, 평균적으로 45-50여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본 학과의 입학정원이 48명임을 감안하면 부분의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7년 조사에 의하면 ‘공학회계 수강을 통해서 획득한 지

식이 장래 유용할 것인가’에 한 물음에 ‘유용할 것이다

(21%)’, ‘매우 유용할 것이다(48%)’, ‘경쟁력의 원천이 될 것

이다(27%)’로 97%가 공학회계의 향후 유용성에 동의하고 있

다. 이러한 점은 2008년 조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학 회계의 유용성 인정과는 별개로 실제 

한 학기 수강을 통해서 공학회계의 각 부문별 성취도를 조사

한 결과 회계 유용성 인정과는 다소 낮은 결과를 얻었다. ‘재

무제표이해 및 분석 능력’ 측면에서 재무제표의 이해 이상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1% 수준이였고,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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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ain needs on lecture of engineering accounting

연도 강의에서 필요사항 혹은 심도 있게 배우고 싶은 주제

2007

- 현장학습 등 다른 활동도 다루었으면 함.

- 교과서에 있는 예제 이외에 실제기업의 차 조표를 같이 분석하고 실습하는 시간 필요함.

- 기업 회계 정보를 파악하고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웠으면 함.

- 주식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상 기업의 회계 정보를 어떤 식으로 파악해야 하는지 등. 

- 예산수립이나 원가기획 같은 주제는 사회 나가서 직접적으로 필요할 때가 많을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배웠으면 함. 

- 요즘 뜨고 있는 20 의 재테크 관련 주제
- 자신이 가상으로 회사를 운영해서 개별적으로 회계 관리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처리 학습을 하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어려운 주제에 한 시간 할당 증  핖요.

- 주식에 해서는 배운바가 없는데 주식에 해서 좀 심도 있게 배우고 싶음.

- 재무제표를 수업시간에 직접 작성하는 실습 필요.

- 금융공학, 파생상품 등과 같은 최근 이슈 

2008

- 내용에 비하여 진도가 좀 빠른 것 같음. 

- 영어 강의가 처음엔 어렵긴 했지만, 익숙해지면 많은 도움이 될 듯함. 

- 사례 학습이 더욱 효과적일 것임. 

- 실질적인 회계실습이 이루어 졌으면 함.

- 너무 내용이 많아서 퀴즈 횟수를 줄였으면 함. 

- 수업중간에 영어강의가 이해에 혼동을 줌. 

-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회계의 쓰임과 활용도에 관한 더 다양하고 와 닿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음. 

- 회계 내용이 복잡한 게 많이 있어 원어보다는 우리말로 강의가 더 필요 
- 중간고사 전까지 충 내용을 가르쳐 주고 그 후로는 많이 쓰이는 것을 심도 있게 배웠으면 함. 

- 실질적인 내용을 곁들이는 것이 필요

2009

- 다양한 문제 풀이 필요.

- 재무재표작성 등의 실습이 부족. 

- 수시로 보는 퀴즈가 회계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됨.

- 실습의 비중을 높여서 실무적인 내용을 배우는 것이 필요.

- 차 조표를 팀원이 같이 분석하고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 보다 이해력을 보다 증진.

- 퀴즈에서 회계 용어 영어 시험이 큰 도움이 됨.

- 퀴즈 횟수를 줄이고 다른 학습 방안 도입이 필요 

가회계능력의 경우는 보통이상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응

답이 85% 수준 이였으나 원가계산 기본과정 정도만 이해하

는 보통수준이 58%를 차지하고 있어 제조원가명세서, ABC 

(Activity-based Costing) 활용 능력 등 자세하고, 심도 있

는 능력은 떨어지는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 또한 향후 

자신이 공학회계 지식의 현장 활용 능력의 경우, 용어정도 활

용(39%), 간단한 회계 방법론 활용(36%) 등이 기업 재무 분

석 활용(23%) 및 원가 기획 활용(3%) 보다 세 배 가까이 높

아 실제 현장 활용 잠재력은 학업 성취도에 비해 많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요약하자면 공학회계의 유용성은 보통 이상

이 97%, 한 학기 수강을 통한 성취도가 보통 이상은 83% 그

리고 향후 활용 잠재력 측면은 23%로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

고 있다.

한편, 2007년 및 2008년 수강생들이 향후 공학회계 강좌

에 필요로 하거나 개선할 부분에 한 질문에 해서 ‘현실적

인 사례를 직접 체험하는 학습’이 가장 많이 응답하고 있다. 

그리고 수강생들에게 강좌 개선 사항을 자유롭게 개진하도록 

하여 개별적인 요구사항을 살펴보았다. 다음 Table 1은 2007 

~2009년의 주요 요구 사항들을 중복 사항과 현실적으로 불

가능한 사항은 제외하고 요약 정리한 것이다. 주요 발견 사

항은 많은 학생들이 공학회계에 내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공학회계 지식을 기업이나 사회생활에 직접 활

용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실제기업의 차 조표

를 같이 분석하면서 실습”, “자신이 가상으로 회사를 운영해

서 개별적으로 회계 관리”, “주식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상 기업의 회계 정보를 어떤 식으로 파악해야 하는지”, “실질

적인 회계실습” 등 수강생들의 가장 핵심적인 공학회계에 

한 교육 수요의 변화는 바로 ‘실무활용 가능성’을 극 화하기

를 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학습 욕구는 향후 현

장에서 자신들의 경쟁력 원천으로 충분히 공학회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으로 수강생들의 자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학회계에 교육 수요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문제 혹

은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 방식, 즉 PBL 방식의 교수 및 학습

법을 요구한다. 즉, 학생들 스스로가 주어진 문제 혹은 프로젝

트를 공학회계에서 다루는 회계기준과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실무활용 능력 배양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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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PBL 기반의 공학회계 교수 ․학습 체계 정립

산업공학은 산업 시스템의 내부 및 외부 환경변화에 응하

는 제 문제를 다루고 해결 방안을 찾는다. 이는 단순히 하나

의 문제로 구성되지 않으며, 여러 다양한 주체들이 관련되고, 

다양한 다른 문제에 연결되므로, 해결안으로 찾기 위해서는 

시스템적 접근이 요구된다. 따라서 프로젝트 형태 기반의 솔

루션(해결안)을 모색하는 경우가 많다. 

공학회계에 한 교육 수요 변화에 즉응하고, 학습자들의 

실무적 활용 능력과 학습 성취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학회계 강좌에 PBL 모형을 바탕으로 공학회계의 학습 특

성을 반영하여 교수자, 학습자 그리고 학습 상인 문제 간의 

상호작용과 관련한 체계를 Fig. 2와 같이 명확히 하여, 본 논

문의 목표인 ‘문제(Problem)’의 구성과 상호작용적 수행 및 

모니터링 절차를 사전에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공학회계 교수 ․학습체계는 PBL 모형의 핵심요

소와 같이 크게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이들 세 가지 요소

들 간의 상호작용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계획, 관리하여 

궁극적으로 교수 ․학습 효과를 최 한 달성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첫 번째 구성요소인 ‘교수자/조교’는 강좌의 강사 및 교수, 

강의/실험 조교, 강의 초빙되는 외부 강사 및 전문가 그리고 

기타 교육자로 정의할 수 있으며, 학습자/팀 요소와 실습시스

템 요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공학회계 강좌 시스템의 목

적을 달성하도록 주도한다. 교수자/조교 요소의 역할은 공학

회계 강좌의 목적과 교수 및 학습법에 해서 강좌 시작 시

기에 명확하게 학습자들에게 주지시킨다. 특히, 본체계의 웹

기반 실습시스템은 문제를 생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습

자들의 문제 해결을 촉진하고, 학습자의 학습과정을 살핌으로

써 공동 학습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교수자가 학

습 촉진자로서 학습자와 최 한 상호작용을 하도록 하여 프

로젝트 수행 과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 화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교수자라 할 수 

있는 조교(TA)의 역할 역시 크다. 실습시스템 진행에 따른 

문제점, 주요 애로사항 및 해결 과정에 한 전반적인 사항

을 관찰 ․기록하도록 하고, 이를 교수자와 공유하여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한 학습자의 응방안, 해결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문제해결 수행 가이드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구조화된 문제(단순 학습형 문제)와 비구조화된 문제(개방형 

문제)에 한 생성, 갱신 그리고 유지, 관리를 수행한다. 이러

한 학습자 상호작용 과정은 학습자/팀 요소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 학업 성취도를 제고하

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Fig. 2 Teaching & learning system of engineering ac-
counting based on PBL 

다음 구성요소인 ‘학습자/팀’은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들과 

실습시스템 수행을 위해서 1인 이상의 학생들로 구성된 조직

으로 정의한다. 또 다른 구성요소인 웹기반 실습시스템을 수

행하기 위해서 전체 수강생의 수를 고려하여 2~3명 정도가 개

별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고, 인터넷상에서 팀별로 단순 학습

형 및 문제 해결형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특히, 학습자들은 문

제기반학습 모형에 기반한 개방형 문제(open-ended problem)

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의 상황과 조건 그리고 가정에 해

서 팀원 및 팀간 협업과 업무를 할당하고 개인 혹은 그룹 학

습을 통해서 제시된 가정을 뒷받침할 지식과 정보를 종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지식과 정보를 탐색하

여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 실천하게 된다. 학습자들은 

실천계획에 따라 실습시스템에 인터넷으로 수시로 접속, 수행

하면서 활용한 학습자료를 종합하고, 팀원간 의견을 교환하고 

필요시 새로운 접근 방안을 고려하거나 교수자에게 자문을 구

한다. 실습시스템 수행 이후 결과물에 한 보고서를 작성, 발

표한다. 이때 해결과정에서 얻은 지식이나 결론을 정리하여 문

제해결과정과 결과를 논리적으로 체계화하는 단계까지 포함

한다. 또한, 프로젝트 해결과정에 한 논리적 사고, 적합한 

학습자료 선정, 필요지식 및 정보 획득 여부, 팀워크 여부, 문

제 해결과정에서 새로운 지식 습득 혹은 심화 학습 여부를 등

을 팀간 평가로 통해서 학습자들 스스로 평가한다. 이러한 학

습자들의 프로젝트 수행 가정에서 실습시스템의 문제는 학습 

도구 및 상으로 상호작용하며, 교수자들은 학습자들의 효과

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촉진자로서 상호작용한다.

세 번째 구성 요소는 본 모형의 학습 도구인‘웹기반 실습시

스템’이다. 웹기반 실습시스템은 인터넷상에서 구동되는 회계

정보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교수자와 학습자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시스템에 접속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 작성이후 시스템 사용,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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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lements and functions of teaching & learning system for engineering accounting 

구성요소 요소 요소 간 상호작용 상호작용 및 역할

교수자/조교
강좌의 강사 및 교수, 강의/실험 조교, 

강의 초빙되는 외부 강사 및 전문가

교수자-팀
프로젝트 소개, 수행 가이드, 학점 평가, 문제해결의 촉진 및 효과적
인 환경 조성

교수자-실습시스템 실무 및 자율 학습형 프로젝트 생성, 갱신 및 유지 관리

학습자/팀
강좌 수강생 및 문제해결을 위한 소집
단(팀) 

팀-교수자 팀구성, 팀원간 업무 분담, 교수학습법 요구사항 

팀-실습시스템 문제해결탐구, 정보 수집, 팀주도적 학습, 체계적 해결 방안 및 팀워크

웹기반 실습시스템
단순 지식 습득형 및 개방형 문제로 
구성된 웹기반 프로젝트 실습시스템

실습시스템-교수자 프로젝트 수행결과 시스템 자체 평가, 학습자 성취도 평가, 성과 관리 

프로젝트시스템-팀 수행, 결과보고, 팀간 자율 평가, 설문조사 등

습 성취도 등에 한 설문조사 등이 포함된 시스템이다. 시스

템은 단순지식습득형 문제와 개방형 문제 두 가지 형태로 구

성된 실습체계를 갖춘다. 단순지식습득형 문제는 각종 회계문

제를 기업 간 거래를 예시로 제공하고 이를 분개하여 각종 재

무제표를 생성하고, 생성된 재무제표에 한 평가가 가능하다. 

반면에 개방형 문제는 무작위로 발생하는 제품, 서비스 수요

를 충족하기 위해서 상기업, 제조기업 그리고 서비스기업들이 

다양한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를 학습자(팀)들 간에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설계된다. 이러한 거래는 각 가상 기업(학습자들이 선택한 기

업)들이 자신의 경영목적에 따라 발생하도록 하고, 발생한 거

래는 회계과정을 거쳐 각종 재무제표를 생성하게 된다. 또한, 

생성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등 각종 경영분석(재무비율분석)을 수행가능하게 하며, 기업의 

여러 활동상의 문제점을 회계적 관점에서 분석,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웹기반 실습시스템은 학습자들에게 회계의 기초

지식 획득과 가상 경제 상황에서의 회계처리와 발생할 수 있

는 문제를 경험하게 하여 실무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교수자/조교는 실습시스템의 

유지, 관리와 학습자들의 단순지식습득형 문제 평가와 개방형 

문제에 한 결과보고서 평가를 수행한다. 특히, 개방형 문제 

해결 보고서의 경우는 학습자(팀)간 자율평가가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도록 구성된다.

결국, 교수자와 학습자간 교수, 학습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원

활히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웹기반 실습시스템 개발이 

PBL 모형의 효과적이면서 현실적인 적용을 위한 관건이라 

할 수 있다.

IV. 웹기반 실습시스템 개발 

웹기반 실습시스템의 실체는 인터넷 상에서 실습시스템을 

구동하고 데이터를 처리하고 상호 통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을 의미한다. 교수자와 학습자가 모두 연계되어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능과 학습자 및 문제해결과정 중심의 PBL 모형의 

특성이 포함되며, 공학회계의 이론수업과 연계되어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학과정의 공학회계 한 학기 강좌의 구성

은 교과서를 사용하여 진행되는 기존 이론수업과 ‘웹기반의 

공학회계실습 프로젝트용 회계정보 및 모니터링 시스템(웹기

반 실습시스템)'을 사용하는 프로젝트 수행으로 이루어진다. 

1. 실습시스템의 구성과 기능 

‘공학회계실습 프로젝트용 회계정보 및 모니터링 시스템’은 

튜토리얼, 메인 프로그램 그리고 모니터링 시스템 등 크게 3

개의 하위 시스템으로 구성되며, 인터넷을 통한 접속을 위하

여 홈페이지 메뉴가 추가되었다. 튜토리얼 프로그램은 최  

25개 가상 기업이 등록되어 거래 시나리오를 예제로 하여 프

로젝트에 참여하는 학습자 팀들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며 정

답을 구하는 폐쇄형 문제(close-ended problem) 방식으로 이

루어진다. 이론교육에서 배운 회계지식을 더욱 발전시키고, 구

조화된 문제를 바탕으로 복습한다.

메인 프로그램은 PBL의 핵심인 비구조화된 문제를 팀원간 

및 팀간 해결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즉, 개방형 문제(open- 

ended problem)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학습자가 자유로운 

거래를 발생시키는 기능을 구현하여 학습자의 능동적인 학습

참여와 회계교육에 한 흥미 및 이해도를 향상시킨다. 또한 

‘상호거래시스템’을 통해 발생된 거래를 메인 프로그램 상에 

구현된 전산회계처리시스템을 통해 회계처리를 수행할 수 있

도록 구현하였다. 

그리고 모니터링 시스템은 학습자 팀들이 수행하는 튜토리

얼 및 메인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메인 프로그

램의 경우 특정 팀이 상호거래시스템에서의 거래 발생이 적

거나 특정 거래에 집중하는 경우 다른 팀의 프로젝트 수행에

도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적절히 통제한다. 또한, 튜토리얼 

프로그램에서 수행한 문제 풀이에 한 평가나 팀원간 팀간 

평가 등 평가 등의 기능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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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개발 방법론

실습시스템은 웹 홈페이지와 3개의 하위시스템으로 구성하

고 이를 개발하기 위해서 분석, 설계, 개발 및 적용 등 4단계

의 절차를 수행하였다. 

분석 단계는 PBL 모형을 전산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사

전 준비 단계로 기존 관련 참고 문헌을 수집, 분석한다. 특히, 

기존 회계 전산 프로그램을 고찰하여 실습에 필요한 부문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모든 실습용 프로그램은 비구조화된 문제

를 제시하고 그 해결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았다. 두 번째 설계단계에서는 시스템 내에 메뉴로 구성될 

회계처리과정 설계, 비구조화된 문제를 위한 수행자가 자유상

호거래를 발생시킬 가상시장의 운영상에 필요한 연관성 구축 

설계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포함된다. 시스템을 운영하

는 전산 프로그램의 개발은 설계를 바탕으로 수행된다. Web 

Server는 Windows 2000 server, DBMS는 Oracle Database 

10g expression, Language는 JSP, JAVA, HTML, Java 

Script 그리고 CSS 사용하였다. 이용된 개발 툴은 Power point 

2007, Adobe Dreamweaver cs3, Adobe Photoshop cs4, 

Apache-tomcat-6.0.20, Edit-plus, Eclipse(Eclipse IDE for 

Java EE Developers), Flash-MX 등이 사용되었고, Web 

Browser는 Microsoft Explorer 6.0을 이용하였다. 마지막으

로 적용 단계는 수행자의 시스템 접속/수행능력, 출력화면과 

DB의 데이터가 일치하는지에 한 검사를 수행하고, 검사 결

과와 디버깅을 통한 개선사항을 전산 시스템에 수정, 반영하

는 단계를 통해서 시스템의 완전성을 제고하였다. 

본 시스템은 PBL 모형의 구성요소 간 실시간 상호작용과 

원활한 정보교환 및 갱신이 가능하도록 웹기반 시스템 형태

로 개발하여 교수자 및 학습자 모두가 시간 및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접속, 이용하도록 하였다. Fig. 3은 본 전산 시스

템의 인터넷 기반 네트워크 구성도이다. 

Fig. 3 Network configuration of web-based practice system

3. 실습시스템 개발 내용

학습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본 실습시스템에 접속하여 면

하는 화면은 홈페이지, 공학회계 모니터링 시스템(튜토리얼 

및 메인 시스템)이다. 교수자는 이들 하위 시스템 이외에 공

학회계 관리자 시스템(모니터링 시스템)을 사용한다. 

홈페이지는 공학회계 교과목과 전산시스템의 소개, 실습 진

행 방식에 한 설명을 담은 교육과정, 기초적인 회계지식, 

평가 방법 및 내용 그리고 공지사항이나 질문, 자료실 및 관

련 사이트 정보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메뉴로 구성된다. 

그리고 시스템의 핵심이 되는 튜토니얼과 메인 시스템이 

포함된 공학회계 모니터링 시스템의 메뉴구조는 Fig. 4와 같

다. 여기에는 학습자들의 실습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핵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즉, 튜터리얼 시스템에서는 주어진 문

제를 풀고, 메인 시스템에서 수행해야 할 비구조화된 문제 

수행을 위한 일종의 사전 실습과 평가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또한, 학습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간단한 회계 퀴즈 풀이를 

통해서 흥미를 유도하는 부문과 평가 부문이 구성된다. 

본 시스템의 핵심이면서 PBL 모형에서 강조된 주도적 문

제 해결 과정이 반영된 것이 Fig. 5과 같이 메인 시스템 부

분이라 할 수 있다. 메인 시스템은 학습자 팀별로 제조기업, 

상기업, 서비스기업 중 하나로 등록하여 팀 별간 즉, 등록한 

기업간 거래를 인터넷을 통하여 수행하고 거래에 따른 회계 

정보를 회계 부분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수행하며, 필요시 영

업, 구매 그리고 생산을 가상적으로 수행하여 재고를 증감시

키고 이 역시 회계처리를 하게 된다. 또한, 현실적으로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음 결제, 할인 및 할증매매, 

부도 처리 등을 수행할 수 있어, 소규모의 가상 경제 시스템

Fig. 4 Menu structure of monitoring system for engineering 
acc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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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enu structure of main system

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프로젝트 참여한 학습자들은 거래

에 따른 회계처리 뿐 아니라 회기 중간에 각종 재무제표 현

황을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자신에게 유리한 거래 기업을 찾

고, 거래 협상을 on/off-line상에서 수행할 수 있다. 이는 PBL 

모형의 비구조화된 문제 해결 과정을 자기 주도적 학습을 바

탕으로 이루질 수 있도록 시스템 상에 구축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수자를 위한 공학회계 관리시스템은 학습자

들의 프로젝트 수행을 보조하고 평가 및 관리하기 위한 것으

로 프로젝트 결과 관리, 튜토리얼 및 메인 프로그램 결과 관

리, 메인 진행 상황 관리 등 다양한 관리 메뉴를 갖는다. 프

로젝트 결과 관리는 학습자들이 수행한 프로젝트의 최종 평

가를 위한 메뉴로 튜토리얼 평가, 메인 평가, 퀴즈, 팀간 평

가 등에 한 가중치를 교수자가 결정하여 최종 점수를 산정

하여 팀들의 프로젝트 실습 수행 결과를 평가한다. 이러한 

프로젝트 평가에 한 가중치나 절차 등은 프로젝트 수행 전

에 학습자들에게 공지된다. 또한 튜토리얼 및 메인 프로그램 

결과 관리에서는 실제 학습자들이 회계순환절차에 따라 수행

한 회계 기록을 매 단계에서 오답 체크를 할 수 있으며, 메

인 진행 상황 관리에서는 각 가상기업별(학습자 팀)로 진행사

항을 확인하고, 진행이 미흡한 가상기업에게 직접 공지사항을 

전달하도록 하여 전체 실습 진행이 원활히 유지되도록 한다. 

이상의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웹 기반의 전산 시스템의 개

Fig. 6 Main screen of homepage

Fig. 7 Screen for a trial balance before adjustment in 
the tutorial mode

Fig. 8 Screen for error confirmation of journal in mana-
gement mode

발 내용이 실제 구현된 상태를 몇 개의 예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우선 학습자 및 교수자는 Fig. 6과 같은 메인 홈페

이지를 통해서 시스템에 접속하게 된다. 

Fig. 7은 회계 순환 과정에서 시산표 작성을 위한 단계로, 

전기의 과정을 시스템으로 자동 처리 하도록 설계, 계정 검

색 후 조회시, 누적합계를 바탕으로 수정전 시산표 및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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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시산표 작성하도록 하는 화면이다. 

다음 Fig. 8은 교수자 관리 모드에서 분개장의 오답을 확

인하는 과정으로 해당 가상기업을 선택 하고 오답체크 버튼

을 누르면 학습자들이 작성한 분개장 중 오답인 분개장이 조

회되고, 답과 틀린 부분은 엑센트 표시되어 확인되며 또한, 

해당 분개장 번호와 일치한 정답을 동시에 조회 가능한 화면

을 보여준다. 

V. 결 론

본 논문은 PBL 모형에 근거한 공학회계 교수 ․학습 모형과 

수행 방법을 개발한다. 특히, 공학회계 교과 특성 및 공 생

들의 학습 특성 그리고 시스템적 사고 및 해결 방식을 감안

하고, PBL 모형의 핵심 요소이며 학습 상인 문제를 생성

하고 수행하기 위한 Web 기반 실습시스템 개발이 주요 목적

이다. 

개발한 전산 시스템은 공학회계의 기본 원리를 팀원들 스

스로가 학습할 수 있도록 튜토리얼 부문과 팀간 및 팀원 간 

협동을 기반으로 개방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메인 프로그

램 부문 그리고 교수자의 관리 부문으로 구성된다. 전산 시

스템은 프로젝트와 학습 그리고 교수자간의 상호작용(프로젝

트 수행 보조, 정보교환, 공지 및 질의응답, 평가 등)을 원활

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웹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이러한 

특성은 PBL 모형의 특징을 최 한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회계 등 사회과학 분야 학습에 익

숙지 않은 공 생들의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학습도구로 

활용될 것으로 기 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실습시스템의 

수업 활용과 학습 효과 분석 그리고 개선 사항 파악 및 시스

템 갱신은 추후 연구로 남긴다. 

VI. 요 약

본 논문은 문제기반학습모형(Problem-based learning model) 

접근방법을 공학회계라는 다분히 학제 간 성격(공학과 회계

학)을 갖는 교과에 어떻게 적용할 지를 다룬다. PBL 접근방

법은 급변하는 기업 환경에서 공학회계와 관련한 기업 문제를 

제기하고 다룰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이를 시스템적 관점해서 

해결하려는 공학 측면에서도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PBL 

모형의 현실적인 적용을 위해서 학생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

를 생성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웹 기반 실

습 시스템을 개발, 제안한다.

주제어: 문제기반학습모형, 공학회계, 웹 기반 실습시스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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