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회계는 데이터, 정보처리, 측정, 분석 보고의 한분

야이기 때문에 회계사들은 빅데이터 데이터 분석에서

이미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1]. 실무자 문헌은 이

미 데이터가 회계 재무 분야에 미치는 향에 하여

논의 하고 있다. 를 들어 가장 최신의 미래 측 연구

(ACC와 IMA에 의해 실시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회계사들과 재무 문가들은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모바일과 소셜 랫폼, 사이버 범죄의 요구사항 직시, 디

지털 서비스 달 그리고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변화

에 열린 태도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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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는 재무의 미래 역할에 해 도 인 질문

을 던지고 있다. 회계사들이 과거실 을 보고 하기 해

재무 정보를 문 으로 제공하던 일은그들에게 부업이

될지도 모른다. 그 신에, 그들은 의사결정을 서포트 하

는 근거의 출처를 제공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야의 뛰어

난 사람이 될 기회와 경 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재정

의 하는 것을 돕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2].

ICAEW(2014)은 가장 최근의 연구에서 회계 문가가

여러 방식으로 데이터의 분석의 값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방법은 산의산정과 측을 향상

시키기 해 다른 데이터의 소스와 측 모델을 이용하

거나 내부 통제와 리스크 리를 개선하기 해 정교한

특이치와 외 분석을 이용하는 법, 체 데이터의 분석

을 통해 효율성과 회계감사의 질을 향상시키는 법 등이

있다[3].

선도하는 회계 문가 모임 뿐만 아니라 국제 으로

명성 있는 승인단체가 학의 회계커리큘럼에 빅데이터

기술분석을 할 수 있는 문교육을 강화도록 압박하고

있다. AACSB의 회계 승인 기 a7은 다음과 같이 명시

하고 있다.

“데이터 창출, 데이터 리, 로세싱, 데이터 공유, 데

이터 분석,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리포 , 데이터 보안

그리고 모든 기 내부의 장과 련된 IT개발의 역동

인 특성은 문 회계사들의 출 을 가능하게 함에 있

어서 요하다. IT와 빅데이터에 한 정보체계, 통계학,

컴퓨터 공학, 엔지니어링, 윤리 문제의 문 지식을 가

진 문가와 학자들의 의견을 얻어 내는 학문 간의 근

의 요구는 회계학 학생들을 한 근본 인 학습 경험이

된다[4]."

이 논문은 빅데이터와 회계, 재무 교육에 한 이야기

로 반 인 빅데이터에 한 논의와회계와 재무 문가

에 의한 빅데이터의 효용에 해서이다. 향후 재무 문

가가 빅데이터 세계에서 성공하기 해서는필요한 기술

과 지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회계학커리큘럼에 빅데이터

를 추가하는 방법과 학과 문가모임에서채택된 몇가

지의 계획을 논의한다.

2. 본론

2.1 빅데 터란

빅데이터 환경은 1960년 의데이터 로세싱, 1970년

도와 1980년도의 정보 응용 로그램, 1990년 의 의사

결정 지원 모델, 2000년 데이터 웨어하우징과 데이터

마이닝, 재에 이르러서의 빅데이터 등 IT기반의 이사

결정 지원시스템의 진화를 반 하고 있다. 2010-2019년

은 ‘빅데이터의십 년’(Gillis & Stephanny, 2014) 으로 빅

데이터라는 용어는 흔해지고 있지만, 국제 으로

인정된 빅데이터의 유일한 정의는 없다[5].

정보기술 연구를 선도하는 회사인 가트 (Gartner)는

"향상된 시사 (insight)과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여

사용되는 비용 효율이 높고, 신 이며, 용량의 정보

(Volume)가 나타나고 사라지는 입출력 속도(Velocity)

그리고 다양성(Variety)을 가진 정보자산을 3V으로 정의

해 빅데이터를 설명한다.(Gartner, 2012)[6]. 여기에

V-veracity(진실성)을 추가했다[7].

Fig. 1. The four V's of Big Data

Fig. 1에서 보는 것처럼 빅데이터는 구조화된 데이터

와 비구조화된 데이터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구조화된 데이터는 오늘날 정보의 1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보통의 행열을 이용한 상 계를 가지는 스 드

시트 데이터 베이스에 쉽게 장되는 정보를 의미한다.

그 외의 85%의 데이터는 이메일, 비디오, 블로그, 콜센터

화 그리고 소셜 미디어 같은 비구조화된 데이터이다

[8].

CGMA 보고서(2013)는비즈니스 성과기회 험에

한 새로운 통찰력을 얻기 해 사용되는 빅데이터의

데이터 양이 에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빅데이터는 재무 데이터와 기업 데이터 새로운 유형

의 내부 외부데이터의 조합으로 이들 일부는구조

화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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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ifinition of Big Data

Fig. 2에 나타난 재무 데이터는 일반 인 재무의 가치

요소를 포함한다. 반면에, 기업 데이터는 재무 데이터뿐

만 아니라 넓은 운용 데이터와 트랜젝션 데이터를 포함

하는데이 데이터는 분석과 측을 개선하는데 사용한다.

빅데이터는 기업의 데이터와 내/외부 데이터의 새로운

유형을 포함한다. 그 데이터 부분이 비구조화 되어있

지만 몇몇 개는 비즈니스에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9].

많은 비즈니스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하고 있다.

를 들어 실행계획이나 헬스 어, 정부 서비스, 소매업,

제조업, 재정 서비스, 공 망 리 같은 다양한 산업분야

에서 빅데이터는 요하게 이용되고 있다[5]. 비즈니스에

서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잠재 이득은 목표가 잘 설정

된 마 활동이나 향상된 비즈니스 의사결정, 비용

감, 운 효율성의 발생, 향상된 계획, 략 의사결정,

비즈니스 민첩함, 험분석, 회계부정 발, 낭비감소, 고

객유지 등이 있다[10]. 실제로, 연구결과는 데이터를 잘

사용하는 77퍼센트의 기업들이 더 많은 재정 성과를

얻는 다는 사실을 잘 나타낸다[11]. 게다가, Pearson과

Wegener가 2013년에 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

여 다. 빅데이터를 기에 채택한 사람들은 기업 세계

에서 상당한 선두 치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진보

된 분석 능력을 가지고 큰 차이로 그들의 경쟁사를 능가

했다[12]. 한 Tene과 Polonetsky(2012)의 보고서에 따

르면 데이터를 통한 의사결정 시 여러 분야에서 기존

비 5-6퍼센트의 효율성의 향상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

났다[13].

2.2 빅데 터  회계

회계와 회계 감사, 재무 분야의 데이터와 정보의 처리

방안에 하여 최근 몇 년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Bhimani 와 Willcocks(2014: 479)는 경 의 디지털 지원

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회계정보 제공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가능성뿐만 아니라 회계정보 제공자에게도 다

양한 ‘정보 활용 능력’이라는 과제가 새로 생겼다고 보았

다. 이러한 변화는 회계 재무 문가가 략 역할을

취하고 미래의 기회를 것이다[14].

유사하게, ACCA와 IMA(2013b:25)에서 발표한 보고

서는 다음과 같이 단언한다. “구조화되었거나 정형화되

지 않은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정보, 회계사 재

무기능을 모델링하고 벤치마킹하여 고 경 진 이사

회에 새롭고 요한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빅데이터를 더 세분화하여 의사 결정의 개선을 돕고 조

직을 변화시킨다.” 게다가, 이 보고서는 회계사와 재무

문가들의 3가지 역에서 빅데이터의 향을 강조한

다. 3가지 역에는 데이터의 자산평가, 의사결정에서 빅

데이터의 사용, 기 리에서 빅데이터의 사용있다.

첫째로, 보고서에서 다 진 주제 하나는 자산의 평

가이다. 빅데이터 자산을 가치있게 평가하기 해서 회

계, 재무 문가들은 데이터의 가치가 무엇인지 확인하

고 허용된 평가 방법을 선택하고, 핵심 가정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더 나은 의사결정을 만드는 편

리성이 빅데이터의 주요 이 들 하나로 확인되었다.

기술을 통해 기업은 차 다양한 출처에서 증가하는 다

양한 소스의 데이터를 안 하게 포착하여 장하고 분석

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회계사들은 장된 데이터에

서 올바른 정보를 추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한 때

에 그들의 조직 사람들에게 그 정보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도움을 것이다. 그로인해 회계사들은 차 경쟁

우 를 가지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회계사들과 재무

문가들은 빅데이터를 비즈니스 리스크를 리하

는 것에 사용할 것이다. 향후 그들은 재무 데이터 리인

이상의 역할을 가지게 될것이다. 그들이 분석 기술과 재

무 모델링 기술을 결합시켜 비즈니스에 업무 개선과 부

의 창출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조직에서 더 략 이고

상황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빅데이터가 회계와 재무직종 종사자들에게 제시하는

기회와 도 때문에, ACCA와 IMA 보고서(2013b)는 다

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회계직종 종사자들의 미래는

융, 기술, 정보의 교차 에 달려있다[15].

Fig. 3에 나타나는 것처럼 CGMA 보고서(2014)는 비

즈니스를 이해하고 업무를 실행할때 상업 통찰력을

달하고 분석 통찰력을 이해하는 IT 문가들,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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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티스트, 비즈니스 매니 와 함께 일할 수 있는

‘new professional hybrids’의 출 을 측했다. 사업 감

각과 빅데이터 통찰력을 가지고 비즈니스 략과 행동으

로 변환시키는 사업감각과 역 범 를 가진 회계사와

재무 문가들은 이러한 ‘new professional hybrid’ 역할

을 수행 할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날의회계사들은

비즈니스의 모든 분야의 사람들, IT부터 업직 그리고

마 분야의 모든 사람들과 유기 으로 연결될 것을

요구받고 있다[16]. 유사한 이 King(2014)에 의해 보

고되었다. king은 과거의 회계사들은 량고속처리기로

여겨졌는데 재에는 그들이 많은 조직에서 심 인 인

물들로 여긴다고 본다[17].

이러한 하나로 외/내부의 회계감사 들 역시

빅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최근 PwC 보고서(2015:6)에

따르면, “데이터 분석은 회계 감사의 처리 과정이 총계정

원장 수 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 회계감

사 들은 데이터를 추출하고 시각화 하는도구를 가지고

있다. 감사 들로 하여 더 범 하고 비 통 인 데

이터를 헤칠 수 있게 하고 더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한다[18].”게다가, Capriotti(2014) 보고서는 다음

과 같이 이야기 한다. 외/내부의 회계감사 들이 효율성

과 고객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가치의 면에서 빅데이터

를 잠재 인 game-changer(어떤 일에서 결과나 흐름의

도를 뒤바꾸는 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혹은 사건)로

보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한

다. 복잡하고 빨리 진행되는 비즈니스 환경에 직면

해 회계감사 들은 데이터 분석의 능력을리스크에 한

을 개선하는데에 사용될 수 있어야 하며, 조직에 더

유의미한 통찰력을 제공해야한다[19]. Vasarhelyi의 2010

년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 분석이 제 로 구 될 경우

지속 인 감사를 제공할 수 있고 운 문제 는 비용의

감 효과와 동일한 험을 효율 이고 효과 인 방법으

로 완화할 수 있다[20].

회계 역사에서 처음으로, 우리는 모든 회계 감사로부

터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쉬운 방법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감사계약서의 클라이언트 동의에 의거하여 그 데

이터를 유용한 분석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이것과 다

른 업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와 외부 으로 이용

가능한 데이터와 결합할 때, 우리는 꽤많은 범 의 데이

터베이스를 얻을 수 있다. 그러한 빅데이터는 우리의 회

계감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들에게 그들

의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그들이 지 어느 치에 있

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그리고 한 실제로클라이언트

들이 수 년 동안 우리의 회계감사를 얻기 해 간청해온

가치를 제공한다[21].

Moffitt 과 Vasarhelyi (2013:6) 이 다음과 같이 말했

다. 빅데이터는 회계사/회계감사 과 경쟁력 있는 기

치의 생성 혹은 모델구성에 제공하는 엄청난 양의 외부

데이터(내생 혹은 외인성의)의 손아귀에 놓일 것이다. 게

다가, 그들은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감사의 새로운 형태

가 계속해서 보완되어 나타나 옛날의 근방식을 체하

며, 최근의 리스크들을커버한다[22]. 그들의 최근 논문에

서 Cao(2015:424)는 빅데이터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 같

은 다음의 회계감사 활동들을 나열했다. 첫 번째로는 감

사계약을 받아들이고 지속하는 것과 련된 리스크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것. 를 들어, 산이나 고수 의 경

자 허 부정의 리스크를 말한다. 둘째 허 로 인한 재

무제표의 물질 허 진술의 리스크를 확인하고 평가하

기, 평가된 리스크에 한 허 사실을 평가하기가 있

다.(ISA 240, IAASB 2014a). 셋째 각각의 독립체들과 그

환경의 이해를 통해 물질 허 진술의 리스크를 확인

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것은 비 분석 차 수행과 디

자인 평가, 내부통제시행, 운 효율성 테스트를포함한

다. 넷째 물질 허 진술의 험에 한 회계감사 의

평가에 응답하여 실질 인 분석 차를 시행한다.(ISA

520, IAASB 2014c). 마지막으로 회계감사 거의 끝 무렵

에 분석 차로 수행-회계감사 이 재무제표가 각 독립

체에 한 감사 의 이해와 일치하는지 아닌지에 한

총 결론을 형성하고 확립하는 것을 돕기 한 것 이다.

(ISA 520, IAASB 2014c)[23].

빅데이터에 향을 받는 다른 분야는 법회계학 분

야이다. 이분야는 일반 으로 법정, 역회의실, 다른법

Fjg. 3. New accounting and finance professional 

hybr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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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장소에서도출된 결과를 설명하고 커뮤니 이

션 하기 해서 뿐만 아니라 증거자료를 모으고 분석하

며, 평가하기 해서 법회계학자들이 보유한 문 지식

의 용과 조사실력이 필요하다. 법데이터 분석 도구를

사용하는 빅데이터 마이닝은 규정과 조사결과를 개선할

수 있고, 경 진이 이사회에 유용한 요약 정보를 제공하

는데 도움을 수 있다[24].

리 회계사의 역할은 데이터에서 요한 것이 무엇

인지 알아야 하고, 거기서 어떤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지

를 알아야 하는것이다. 그것이 반드시깊이 있는 데이터

베이스 구조를 알거나 실제 분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

다. 재무 분야 종사자들은 분석의 결과가 무엇이며, 그것

들이 어떻게 비즈니스에서 가치를 도출하는지알아야 한

다. CGMA 보고서는 다음가 같이 말한다. 리 회계사

는 이미 데이터를가지고 일하는 방법을 알고있다. 그리

고 그들은 비즈니스 내부의 작용을 이해하며, 새로운 데

이터 통찰력을 상업 이 으로 바꾸고 있다. 그러한 이

유로, 리 회계사들은 새로운 데이터의 상업 센스를

얻기 해서 데이터 과학자와 함께 일함으로써 최고의

가치를 더할 수 있다[9].

세무사의 역할은 빅데이터 환경에서 지 과는 변화할

것으로 측할 수있다. 이 사실은 빅데이터가 새로운 방

식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을 제공함으로써 근본

으로 세무사의 역할을 변화시킨다고 주장한 Deloitte의

2016년 보고서에서 강조되었다. 보고서는 (2016:4) 세무

사의 기능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사고방식의변화를 다음

과 같이 요약했다. “ 통 으로, 세 데이터 수집은 비

즈니스 계획 규정 수 목 으로 이미 발생한 트랜잭

션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을 맞추었다. 그러한 시

야는 여 히 요하지만, 조세단체는 통찰력을 얻기

해 더많은데이터를사용하고 심지어 앞에놓인것을

리하게 측하기 해 노력한다. 분석은 통찰력과 선견

지명을 향해 더 많은 도움을 수 있다[25].”

빅데이터의 많은 분석기술 에 기존의 회계의 업무

처리 방식과 같은 4칙연산에 따른 그래 나 장표를 만들

수 있는 단순분석(정형분석)부터 실시간 데이터를 바탕

으로 분석하는 실시간분석, 통계 알고리즘 데이터마

이닝기법을 활용하여 시뮬 이션을 해볼 수있는 통계분

석 방식 그리고 다양한 측모델을 미리 만들어 분석해

보는 기계학습 측 등이 있다[26]. 이 분석 방식들을 이

용하여 기존의 회계업무 외에도 회계사, 법회계학, 세무

사, 리회계사에게 다양한 의 데이터를 제공 해

수 있게 되었다.

2.3 빅데 터  회계

국제데이터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측했다. 2013

년 끝 무렵에 빅데이터 기술과 서비스 시장은 27퍼센트

의 복합 연간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고 2017년 사이에는

324억 달러를 달성할 것이다. 이것은 정보 커뮤니 이션

기술 시장의 체 인 성장률의 략 6배에 달하는 수치

이다(AICPA조사, 2014)[27].그동안에, McKinsey Global

Institute (2011)는 다음과 같이 측했다. 빅데이터를 이

용하기 해서 조직에 필수 인 재능의 부족함이 있을

것이다. 미국은 2018년까지, 분석 기술을 가지고 있는 14

만에서 19만의 사람들의 부족뿐만 아니라효과 인 의사

결정을 한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사용할 아는 150만

명의 리자와 분석가의 부족에 직면했다[28].

문가 부족에 한 견해는 국, 오스트 일리아, 인

도 같은 나라에서도 나타났다. 그러한 이유로 빅데이터

기술의 부족이 세계 이며, 모든 지역들이 같은 문제

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 다. 모든 분야에서

숙련된 빅데이터 기술 종사자들의 부족은 빅데이터에서

가치를 끌어낼 비즈니스 능력을 제한한다[29]. 최근연구

(Olavsrud,2013; Rowe,2013; Yerak,2013)에서 데이터

략과 다양한 범 의 기술 데이터 리 분야에서 재능 있

는 인재의 부족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한 빅데이터 직

업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개발하도록 계획되는 학과 직

업, 경 자 교육 로그램의 부족으로 인해 발행하고 있

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당시에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강조한다. 빅데이터는 하나의 규율에 메이지 않

는다[30]. Miller (2014: 26)에 따르면, 빅데이터와 분석론

의 재능 있는 사람들은 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하나의 역할에 을 맞춘다. 그러나 사회는 데이

터 사이언티스트 이상의 역할을 요구하게 되었다. 데이

터는 더욱 략 비즈니스 자산이 되었다. 모든 문직

종사자들은 이 새로운 변화에 맞추어야 한다[31].

Lawson(2014; 296)에 보고된 CFO Research Service

(2011)는 고 회계 재무 임원을 상으로 비즈니스

략, 비즈니스 인텔리 스, 분석 운 경험을 포함한

역에서 량 격차를 확인했다. 이러한 연구는 회계와

재무 문가들이 험 노출에 향상된 보고 기능을 제공

하고 비즈니스 자본을 효율 으로 사용하는 결정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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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제공하고 기업의장기 인 가치창출을 지원하여,

회계가 기업리더의성공을 진 할수 있게 한다고 제안

했다[32]. 게다가, Siegel (2010)는 다음과 같이 리포트 한

다. 회계 졸업생의 80퍼센트 이상이 궁극 으로 공공 회

계 분야 이외의 분야에서 경력을 뽑을지라도 학부생 회

계과정의 부분은 회계가 학생들이 공립회계에서 일해

야 한다고가정한교육을 하고 있다. 그러나, 회계교육의

은 공공회계에만 뿐 아니라 공공회계에 을 둔

조직 설정이 포함되어야 한다[33].

그러므로, 학은 그들이 양성하는 학원생들이 빅데

이터 시 에 요구되는 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해

서 산업과의 트 쉽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 회계 교

육에서 빅데이터의 요성을 강조하는 Griffin과 Wright

(2015: 379)는 교육자로서 교수들은 회계와 회계감사 직

업에서 빅데이터에 필수 으로 요구되는 기술을 제공하

기 해 그들의 회계와 회계감사 교육과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단언했다[34]. CGMA 보고서(2013)는 데이터

심의 재무 기능을 수행하는 미래의 재무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다음의 기술들을 나열한다. 첫째 비즈니스를

주도하는 요소를 악하는데 유용한 데이터포인트를 식

별 할 수 있는 능력, 둘째 고객이 가장 요하게 생각하

는 것에 한명확한인식 이를추 하는 방법에 한

아이디어, 세 번째론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를 수용하는

능력과 그것을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포함하는 창의 인

방법, 넷째 빅데이터가 명확한 해답을 주지 않는다는 불

확실함에서 안정을 찾는 것. 마지막으론 더 나은 정보

리를 해데이터를해석하는새로운방법을찾는능력[9].

의 나열한 기술들을 개발하기 해서, 재 사용하

고 있는 회계 커리큘럼은 재검토 되어야 하고 타당성을

보장하기 해 조정되어야 한다. 한, 새로운 커리큘럼

과 학 수여 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러한 심 속에서

이미 여러 문 회계 모임과 학들은 계획에 착수했다.

를 들어, CGMA는 그들의 새로운 강의 계획서에 빅데

이터의 내용을 더했다(www.cimaglobal.com). 그동안에,

이미 미국의 몇몇 학들은 그들의교육과정에 빅데이터

와 데이터 분석을 포함시키려는 행동을 취했다. 를 들

어, 텍사스Tech 학의 Rawls College of Business의 회

계학과는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회계학부는 회계분야에서 빅데이터의 시 에 응하

기 해서스스로변화하고있다. 특히, 통회계 감사 기

술을 개선하는데 을 맞춤으로써. 학생들은 사기 행

를 발견하는 것을 포함한 많은 양의 재무와 경제 데이

터를 해석하고 리 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

한다(accounting.ba.ttu.edu).”

‘BIG Four’ 의 하나인 회계기업 PwC(2015:1)의 최

근 보고서에서도 지지를 받고 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는 데이터 분석이 회계 수업 내용에 통합 되어야 한

다고 생각 한다[18].추가 으로, Lawson(2014)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통합된 능숙함으로써 회계 교육의 지식, 기

술, 능력은 반드시 나타나야만 하고, 커리큘럼 내에서 개

발되어야 한다. 그런 능숙함이 조직 내에서 효율 으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이다[31].

3. 결론

디지털 시 에서 데이터 분석은 직장을 변화시키고

있다. 재 많은 향을 끼치고 있으며, 리 회계사, 법

의학 회계사, 세무사 그리고 회계감사 의 역할에도 많

은 향을 끼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회계 교육자들이

데이터 분석과 련된 기술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공인 회계사 모임과 Big-Four 회계 기업

과 AACSB 같은 선도하는 승인된 기 이 이러한 요성

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회계교육과정을 검토하

여 련성을 확인하고 데이터 분석에 한 배경지식이

풍부한 새로운 커리큘럼 학 로그램을 도입할 필요

가 있습니다. 이 논문은 데이터 분석과 그와 련된주제

들을 회계 커리큘럼에 포함시키기 해 통합된 근법을

제안한다. 그 게 함으로써, 미래의 회계와 재무 분야 종

사자들은 수학기술자와 통계학자 개발 한 분석 기술과

정교한 모델을 데이터 아트 데이터의 스토리텔링과

결합하여 데이터 과학과 데이터 아트 기술과 데이터 스

토리텔링을 이용하여 데이터 과학과 데이터 아트 사이에

다리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15]. 그것을 해선 회계

교육자들의 마음가짐을 바꾸도록 요구될 것이다.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분석이 가능해지는 미래에 회계학을 학습

하는 학생들이 성공하도록 하기 해 앞으로 더 많은 노

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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