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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회계정보시스템의 용 정도가 국내 소제조기업들의 제조원가개선에 미치는 향을 악하는 

데 목 이 있다. 본 연구를 하여 소기업청이 시행하는 정보화 지원 사업을 통하여 정보시스템을 도입한 바가 

있는 국내 소제조기업의 회계담당자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경험  연구를 진행하 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기업은 회계정보시스템을 효율 이고 효과 으로 구 하고 있으며, 회계정보시스템이 제조원가의 편차를 상

당 부분 악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회계정보시스템의 효율성  제조원가의 향상에 회계정보시스템의 

채택  구 이 정 인 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회계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증 시켜 국내 소제조

기업들의 제조원가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에 기여할 것이다.

키워드 : 회계정보시스템, 회계정보시스템 효율성, 제조원가 개선, 제조원가 감소, 제조원가 편차식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pplication of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on the manufacturing cost improvement of domestic small and medium - sized manufacturing companies. For 
this study, we conducted an empirical study on the accounting officers of small and medium-sized 
manufacturing companies in Korea.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companies use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to understand the variation of manufacturing cost much and show positive effec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improving the manufacturing cost of domestic small and medium - sized 
manufacturing companies by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Key Words :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Efficiency, Production Costs 
Improvement, Production Costs Decrease, Production Costs Deviations Identification

1. 서론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정보화를 통한 생산성 향

상과 효율성 증진에 한 심이 많아지고[1], 기업경  

환경은 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2]. 그 기 때문

에 많은 기업에서 회사 반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생산 

부문의 공정 리  실시간 데이터 집계에 필요한 기업

경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3], 효과 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기업경 시스템에서 가장 요한 하부시

스템으로 간주되는 회계정보시스템은 정보이용자들의 

정보 수요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생성·제공 되어야 하

며[4], 기업의 경 과 하게 련되어 있는 시스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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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할 수 있다[5]. 그 기 때문에 회계정보시스템은 다양

한 기업경 리의 기본이며, 기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연구의 요성은 리회계의 요한 주제 즉, 기업

의 목표를 효과 이고 효율 으로 달성하고 지속 으로 

성공하기 한 필수수단인 제조원가의 개선이라는 요

한 주제를 다루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 소제조기

업들이 경 상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회계정보시스템 

활용의 요성을 언 하고 제조원가 개선과 련된 결정 

등의 요한 결정에 한 회계정보시스템의 필요성을 제

시한다.

2. 관련 연구

2.1 이론적 배경

이정숙, 서란주는 우리나라 소제조기업에서 회계정

보시스템은 선행연구들과 같이 재무회계와 리회계를 

동등한 지 로 간주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나

타났으나, 리회계시스템 주로 운 하고 있는 기업들

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하 다. 이는 기업 

내 회계정보시스템의 목 이 경 통제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리회계지향시스템으로 활용되고 있

는 것이라고 하 다[6].

이철호는 회계정보시스템은 경 정보시스템의 모든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종류의 자원을 사용하여 

경 계획  통제에 필요한 정보를 산출하는 자료처리 

순환과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 다. 그러나 경 정보시스

템은 조직의 모든 자료처리와 정보를 망라하는 반면, 회

계정보시스템은 주로 ·단기  조직운 과 연 된 정보

를 수집·처리하기 때문에 회계정보시스템은 경 정보시

스템을 구성하는 하나의 하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고 

하 다[7].

Al-Yahiya는 회계정보시스템은 고  경 진을 한 

재무보고서 비를 용이하게 하고, 직원 월   임 을 

비·마련하며, 정원가와 실제원가를 비교하고, 최종

으로 병원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한 실제원가회계를 용

이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 다[8].

Al-Soghayyer는 리비아은행에 채택된 회계정보시스

템은 일반 으로 효율 이며, 그들이 제공하는 회계정보

는 이고 사용하기 쉽다고 하 다. 그리고 신뢰성

이 높고 시에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신용제공 감사

에 합하도록 하는 질  특성을 특징으로 하므로 련 

결정에 의존할 수 있는 것을 암시한다고 하 다[9].

Al-Shebly는 회계정보시스템의 리·사용은 첨단이

지 않고 통 인 서비스 시설을 기반으로 설계되었다고 

하 으며, 조건부 요인이 회계정보의 리·사용에 미치

는 향은 회계정보의 효율성을 높이는 솔루션을 요구하

는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 다[10].

Al-Awad는 이용 가능한 생산요소를 감사하며 감독

하고 상품의 요구사항을 측정하는 목 을 한 생산 요

소  하나인 산업시설의 제조원가에 한 상품요구원가

의 향을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 다. 결과

으로 구매한 상품의 요구사항 수  검사와 련이 있

고, 원가회계부서가 재무 리자의 주도로 부서의 회계 

 감사 역할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다고 하

다[11].

2.2 연구방법

본 연구를 하여 연구주제와 련된 서   논문을 

검토하여 연구와 련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연구의 변

수를 설정하 으며, 연구가설을 공식화하 다. 그리고 연

구가설을 검정하기 하여 국내 소제조기업의 회계담

당자들에게 설문을 실시하 고, 설문항목은 련된 이론

 체계와 이  문헌을 토 로 개발하 다.

본 연구의 상은 국내 소제조기업  법인기업에

서 근무하는 회계담당자로 구성하 으며, 연구의 표본은 

무작 로 선택하 다. 160명의 개인에게 설문지를 배포

하 으며, 그  148개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나, 6개는 

불완 한 정보가 포함되어 제외하 다. 그러므로 분석된 

설문의 총수는 142개이며 응답 비율은 88.8%이다.

2.3 연구내용

연구항목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하여 SPSS 소 트

웨어가 사용되었다.

2.3.1 인구통계학적 특성

Table 1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항목인 학력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학사(74.6%)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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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ategory Frequency %

 Education

 Below high school graduation  21 14.8

 University graduation 106 74.6

 Master degree or above  15 10.6

 Specialization

 Accounting 117 82.4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s  18 12.7

 Finance and accounting  7 4.9

 Accounting
 Experience

 Less than 5 years  15 10.6

 From 5years less than 10years  62 43.6

 From 10years less than 15years  42 29.6

 15years or more  23 16.2

 Accounting 
 Department
 Position

 Team member 27 19.0

 Middle manager 62 43.7

 More than supervisor 53 37.3

Total 142 100

Table 1. Distribution of the Sample Participants

석사 이상의 비율은 10.6%이었으며 가장 낮은 비율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다. 두 번째 항목인 문성과 련

하여 설문 상자의 다수는 회계(82.4%) 분야에서 문

화되었으며, 세 번째 항목인 회계 련 업무경험은 

89.4%가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으로 직책 항목은 81.0%가 간 리자 이상으로 구성되

어 있으므로, 반 인 설문의 높은 신뢰성을 나타낸다

고 할 수 있다.

2.3.2 크론바흐 알파계수

신뢰성은 동일한 참가자  유사한 조건에서 연구를 

반복하는 것과 유사한 데이터를 수집 할 가능성을 의미

한다[12]. 크론바흐 알 (Cronbach Alpha) 계수를 이용

하여 연구의 신뢰성을 측정하 다. 결과는 Table 2와 같

다. 

Table 2는 설문항목에 한 크론바흐 알 계수의 결

과를 보여 다. 체 으로 크론바흐 알 계수가 높게 

나타났으므로, 본 연구를 하여 사용된 설문항목의 신

뢰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Table 2. Cronbach Alpha

No Title of area
Number 
of items

Cronbach 
Alpha

1
Efficiency of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s

6 0.744

2 Decreasing production costs 6 0.732

3
Identification of deviations of 

production costs
6 0.719

4 Improving production cost 6 0.719

Total average of performance 24 0.905

2.3.3 피어슨 상관계수

상 계분석은 이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의 측정값이 

다른 변수의 측정값과 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한 것이다[12]. 각 변수의 련성이 한가에 한 

여부를 피어슨 상 계수를 이용하여 변수와 변수 사이의 

계를 측정함으로써 설문지 내용의 타당도계수를 측정

하 다[13].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No Title of area
Number 
of items

Correlation 
coefficient

1
Efficiency of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s 

6 0.609

2 Decreasing production cost 6 0.703

3
Identification of deviations of 

production costs
6 0.704

4 Improving production cost 6 0.618

Table 3은 변수들에 한 피어슨 상 계수의 값을 보

여 다. 체 으로 피어슨 상 계수의 값이 높게 나타

났으므로, 본 연구를 하여 사용된 변수들의 타당도는 

높다고 할 수 있다. 한, 상 계수는 유의수  (0.01≥α)

에서 유의하다. 

2.4 연구가설 테스트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은 귀무가설로 공식화되

었다.

1) 심가설 : 국내 소제조기업들은 회계정보시스템

 을 채택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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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가설은 다음과 같은 세부가설로 나  수 있다. 

(1) 국내 소제조기업의 회계정보시스템 효율성이 제

조원가의 개선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

(2) 국내 소제조기업의 제조원가개선이 제조원가의 

감소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

(3) 국내 소제조기업의 제조원가개선이 제조원가의 

편차를 식별하는데 향을 미치지 않는다.

2.4.1 중심가설 검정

본 연구의 심가설은 “국내 소제조기업들은 회계

정보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지 않다.” 이다. 이 가설을 검

정하기 해 회계정보시스템 채택과 련된 변수를 세 

가지 변수로 나 었다. Table 4는 심가설을 검정한 결

과를 보여 다. 

Table 4. Employment of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s

T Variable Mean Standard
deviation

T 
value

Significance
level

1  Efficiency of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4.05 0.43 11.992 0.000*

2
 Decreasing production 
 costs 3.96 0.41  8.757 0.000

*

3
 Identification of 
 deviations of 
 production costs

4.35 0.58 16.838 0.000*

Level of total 
implementation

4.12 0.39 15.017 0.000*

 * α = 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

Table 4에서 회계정보시스템의 채택 수  평균은 

4.12, 표  편차는 0.39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업이 회계

정보시스템을 효과 이고 효율 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T value는 15.017이며, 유의수 은 1%에서 통

계 으로 유의하다. 그러므로 심 귀무가설은 기각되고 

체가설이 채택되었으므로 “국내 소제조기업들은 회

계정보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로 나타낼 수 있다.

1) 세부가설 검정

국내 소제조기업들이 회계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조원가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검정하기 하여 심가

설을 3가지 세부가설로 나 었으며, 세부가설을 검정하

기 해 단순회귀분석을 사용하 다.

세부가설검정의 결정기 은 ‘Calculated “f”’값이 

‘Listed “f”’값보다 크고 유의수 이 5%에서 유의하다면, 

귀무가설(Ho)을 거부하고 체가설(Ha)을 채택한다[14]. 

Table 5, Table 6, Table 7은 세부가설 검정결과를 보여

다.

(1) 첫 번째 세부가설 검정

첫 번째 세부가설은 “국내 소제조기업의 회계정보

시스템 효율성이 제조원가의 개선에 향을 미치지 않는

다.”이다. 이 가설을 검정하기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사

용하 으며,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The effect of the Efficiency of the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on the Improvement of 

Production Costs

Independent 
variables

Significance
level ) R

2
 ( βі Calculated 

“f”
Listed 
“f”

 Efficiency of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s

0.002 0.189 0.435 3.348 1.657

 

의 Table 5는 ‘Calculated “f”’값이 3.348이고 ‘Listed 

“f”’값이 1.657임을 보여 다. 이는 ‘Calculated “f”’값이 

‘Listed “f”’값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귀무가설

을 기각하고 체가설을 채택하면 “국내 소제조기업의 

회계정보시스템 효율성이 제조원가의 개선에 향을 미

친다.”로 나타낼 수 있다. ‘βі’값은 0.435로 회계정보시스

템의 효율성이 제조원가의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할 

수 있다. 한 ‘) R2 (’ 값은 0.18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회계담당자 입장에서 회계정보시스템 효율

성의 변수를 통하여 제조원가의 개선에 0.811의 결과를 

나타내며, 이는 회계정보시스템 효율성의 요성을 보여

다.

(2) 두 번째 세부가설 검정

두 번째 세부가설은 “국내 소제조기업의 제조원가

개선이 제조원가의 감소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이다. 

이 가설을 검정하기 해 단순회귀분석이 사용되었으며, 

결과는 Table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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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effect of the Improvement of Production 

Costs on the Decrease of Production Costs

Independent 
variables

Significance
level ) R

2
 ( βі Calculated 

“f”
Listed 
“f”

 Improvement of 
 production costs 0.020 0.145 0.414 2.888 1.657

Table 6에서 ‘Calculated “f”’값은 2.888이고, ‘Listed 

“f”’값은 1.657이므로, 이 가설검정을 통하여 ‘Calculated 

“f”’값이 ‘Listed “f”’값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체가설을 채택하면 “국내 소제

조기업의 제조원가개선이 제조원가의 감소에 향을 미

친다.”로 나타낼 수 있으며, 유의수 은 0.020로 5%의 유

의수 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βі’값은 0.414이며, 

이는 제조원가를 개선하면 제조원가가 감소된다는 사실

로 설명할 수 있다. 한 ‘) R2 (’ 값은 0.145를 차지하므

로, 이는 회계담당자가 입장에서 제조원가의 개선과 제

조원가 감소의 계가 0.855의 정도로 제조원가의 개선

이 제조원가 감소의 요성을 보여 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3) 세 번째 세부가설 검정

세 번째 세부가설은 “국내 소제조기업의 제조원가

개선이 제조원가의 편차를 식별하는데 향을 미치지 않

는다.”이다. 이 가설을 검정하기 해 단순회귀분석이 사

용되었다. Table 7은 세 번째 세부가설을 검정한 결과를 

보여 다.

Table 7. The effect of the Improvement of Production 

Costs on the Identification of Deviations of 

Production Costs

Independent 
variables

Significance
level ) R

2
 ( βі Calculated 

“f”
Listed 
“f”

 Improvement of 
 production costs 0.000 0.221 0.509 3.124 1.657

Table 7에서 ‘Calculated “f”’값은 3.124이고 ‘Listed 

“f”’값은 1.657임을 보여 다. 가설검정 결과 ‘Calculated 

“f”’값이 ‘Listed “f”’값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귀무가

설은 기각되었고 체가설이 채택되었으므로, “국내 

소제조기업의 제조원가개선이 제조원가의 편차를 식별

하는데 향을 미친다.”로 나타낼 수 있다. 유의수 은 

0.000으로 5%의 유의수 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

며, ‘βі’값 0.509는 제조원가를 개선하면 제조원가의 편차

식별이 향상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한, ‘) R2 (’ 값

은 0.221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회계담당

자 입장에서 제조원가의 개선과 제조원가 편차식별의 

계가 0.779의 정도로 제조원가의 개선이 제조원가 편차

식별에 요한 요소인 것을 보여 다.

3. 결론

회계정보시스템은 기업경 의 기본이며, 기업의 목표

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15]. 본 연구에서는 회계

정보시스템의 다양한 활용 에서도 제조원가 개선을 

한 용 효과를 연구하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국내 소제조기업은 회계정보시스템을 효율 이고 

효과 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측이 가능하여 미래 계

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경 진을 지원하는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해 사용된다는 것이다. 둘째, 회계정보시스템

은 제조원가의 편차를 발견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

결할 수 있게 하는 감독 표   지표를 제공하기 한 

높은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능력은 결국 

제조원가를 향상시켜 제조원가를 감소시키는데 효과

이다. 셋째, 국내 소제조기업들은 회계정보시스템을 통

하여 제조원가를 낮추기 하여, 각 주문에 한 원가를 

발생시키는 활동의 수에 근거하여 제조원가를 향상시키

는데 가치를 부여하지 않은 활동을 제거함으로써 간 원

가를 이기 한 노력을 한다는 것이다.

추후 연구과제로는 회계정보시스템을 효과 으로 운

용하기 하여 가장 요한 부분인 회계정보시스템을 사

용하는 직원에 한 효율 인 교육방법에 한 연구가 

필요하며, 회계정보시스템의 활용으로 인해 생성된 제조

원가의 주기 인 평가와 더불어 기업 제품의 질을 높이

기 한 회계정보시스템의 효과 인 활용에 한 더 많

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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