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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AIS는 여느 조직에서든 가장 중요한 시스템 중 하나인 바, 데이터품질은 지식기반 산업사회에 있어 정보시

스템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회계정보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을 식별하고 

이 요인들이 AIS 데이터 품질을 산출함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확인하고자 함에 있다. 광범위한 문헌조사를 통하여 

데이터 품질에 대한 일련의 CSF를 발견하고자 하였으며,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AIS 데이터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최고경영자 결의, AIS 본연의 특성, 입력통제로 

나타났으며, AIS 데이터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한 회귀분석을 통하여 상기 3개 요인을 인식하

는 정도와 AIS 데이터 품질을 인식하는 수준 간에 매우 유의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

여 AIS를 도입하고 운영함에 있어서는 회계정보의 품질을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조직 내의 통제활동에 기

여할 수 있으며 통제방안에 대한 연구가 후속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데이터품질, 회계정보시스템, 성공요인, 정보이론, 정보가치

Abstract  AIS is one of the most critical systems in any organization. Data quality plays a critical 

role in a knowledge-based econom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most important 

factors for accounting information quality  and their impact on AIS data quality outcomes. This 

study includes an extensive literature review to identify a set of CSF for data quality. The study uses 

empirical data to test the research hypothesis and resluts show that the top three most important 

factors that affect AIS’s data quality are toop management commitmentm the nature of the AIS and 

input controls. The study further uses regression analysis to test the effect of those factors on AIS 

data quality, finding that there i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ived 

performance of the three factors and AIS data quality putcomes. To be develop to AIS data quality 

further study for CSF’s control methodology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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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회계정보시스템은 재무거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재무거래와 비재무적 거래 모두를 처리한다. 회계정보

시스템의 효율성은 사용자 요구에 대처하기 위해 시스

템이 제공하는 정보의 질에 결정된다[1]. 그러나 회계정

보시스템이 조직전체 정보시스템의 하부시스템인 이상, 

상위시스템이 안고 있는 데이터 품질 문제로부터 자유

로울 수는 없다. 본질적인 데이터 품질의 문제에 더하여 

회계정보시스템은 기업전체시스템 에러를 상속받거나 

연관된 내외부 시스템에 의해 오염될 수도 있다. 고품질

의 정보는 회계정보시스템의 성공에 필수요소임에도 불

구하고 대부분의 시스템은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의 부정

확한 데이터를 내포하고 있다[2]. 달리 표현한다면 회계

정보시스템은 고품질 데이터 결핍현상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3].

데이터품질에 대한 이전 연구는 데이터품질 프레임

에 초점을 두고 측정 차원과 규모를 개발함에 중점을 

두었다[4]. 이러한 도구들은 조직이 데이터 품질을 측

정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하고 조직 프로세스간의 관계

를 조사함에는 유용할 수 있어도, 조직이 어떻게 데이

터품질 문제를 식별하여 해결할 것이며 데이터품질 향

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직이 발견함에는 별 도

움이 되지 못하였다[5]. 선행연구의 이러한 연구한계를 

확장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품질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요인들을 찾고 회계정보시스템의 품질에 미

치는 영향까지 연구함에 이전 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 

회계정보시스템은 데이터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성공 

요인을 식별하여 평가할 때에만 성공적일 수 있다. 본 연

구는 경험적 데이터를 이용하여 회계정보 품질의 중요 

요인을 식별하고  그 요인들이 회계정보시스템 데이터 

품질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바를 시험해 보고자 하였다.

2. 선행 및 관련연구 검토

본 연구와 관련된 연구영역은 데이터품질, 회계정보

시스템에 대한 주제로 CSF, 품질경영, 회계학 전반적인 

문헌 등에서 선행 연구 및 관련연구들을 검토하여 이전 

연구와의 차별적인 연구모형을 설계하고자 한다. 

2.1 데이터 품질

데이터품질 문제에 있어서 그 중심은 품질 차원을 

식별하는 측정치의 개발에 두어왔다 보편적으로 사용

되는 데이터품질 차원은 완전성, 정확성, 구성과 통용과 

정확성, 시의적정성, 완전성, 지속성을 들 수 있다[6].

조직의 정보시스템 내에서 데이터품질은 민감한 문

제로 품질관련 의사결정 가능성을 결정하기도 한다[7]. 

회계정보시스템은 각별히 고품질데이터를 추구해서 품

질기준이 회계와 IT전문가 뿐만 아니라 경영자의 주요

한 임무로 까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2 데이터품질의 CSF

데이터품질 분야에 있어서는 고품질데이터에 필요한 

CSF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련연구들은 데이터품질에 필

요한 단계와 임무를 식별하고자 하기는 했으나 CSF를 

직접적으로 증거하지는 못하였다. 회계정보시스템, 

ERP시스템과 같은 관련 분야에서도 단계, 절차, 및 요

인들이 데이터품질과 시스템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를 식별하고자 하는 연구들은 있었다[8].  

DQ분야에 있어 성공적인 시스템의 데이터 품질의 

초기화와 실행을 위한 4단계를 제안한 Firth연구가 있

는 바, 데이터품질 수준, DQ정책 구축, 목표 결정, 경영

자와 종업원의 결의 등을 제안한 바가 있다[9]. 더 나아

가 Segev는 데이터 품질 관리에서의 6가지 주요 요소

를 제안하기도 하였다[10].

고품질 데이터에 대한 장애는 충분치 못한 보상, 통

제, 종업원 능력과 사용자 친화적 소프트웨어 뿐만 아

니라 책임의 부재에 있다는 연구도 있다[11].

ERP는 회계정보시스템의 하위로서 간주되어야 한다

는 전제 하에 ERP 실행 성공요인에 대한 연구들이 있

다[12]. ERP CSF연구는 사례연구 혹은 성공적 실행에 

연관된 요인을 식별하고자 하는 조사를 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최고경영자 지원, 실행팀, 광범위한 조

직적 결의, 경영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변화관리, 사용

자 교육, 기업시스템 수용 등과 같은 핵심요인을 지속

적으로 식별하고자 하였다[13]. 

2.3 회계정보시스템 데이터 품질

초기 연구에서는 주로 회계정보 품질에 집중된 연구

들이 있어 조사에 따르면 회계정보시스템 실행과 회계

정보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연구가 있었는데 

경영자 결의, 데이터 품질, 회계정보시스템간에는  중요

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14]. 102개 기업에 대한 경험

적 연구는 ERP환경에서 기업성과에 대한 회계정보시

스템의 영향을 시험하여 최고경영자 참여, 외부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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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회계정보시스템에 대한 영향, AIS에 대한 회계담당

자 능력 뿐 아니라 응용된 회계기법까지도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5].

그러나, AIS 데이터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

을 식별하고 경험적으로 테스트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

는다. AIS에서 데이터 품질의 중요성을 두고 관련된 분

야 즉, CSF, 데이터품질, 및 AIS 분야로부터 AIS 데이

터 품질에 대한 중요 요인을 식별하고 경험적으로 데이

터 품질 산출에 미치는 그 요인들을 시험할 수 있는 이

론과 경험적 결과를 융합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존재한

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존하는 문헌들의 차이를 극복

하여 AIS 데이터 품질에 관련된 이론적이며 실천적인 

의미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다.

3. 연구 설계와 연구방법

3.1 연구설계

본 연구의 제기는 회계정보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며, 이 문제에 

대하여 AIS가 좋은 데이터 품질을 만들어 내기 위해 중

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요인들이 고도의 성과를 낸다고 

인식할 때, AIS 데이터 품질 산출은 고도화되어지는가 

하는 것이 가설로 세워질 수 있다.

회계정보 품질에 가장 중요한 요인을 식별하고 그 

요인이 AIS 데이터 품질 산출에 미치는 영향을 시험함

으로써 본 연구는 데이터 품질과 AIS 양측 모두의 연구

와 실무에 공헌할 수 있다. 

첫째, AIS의 CSF를 연구함에 문헌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바, 이전 연구는 하위시스템으로서의 AIS로 규정

하고 정보시스템에 대한 주요 단계와 요인을 식별함에 

매진해 왔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식별된 단계와 요인들

을 모두 동등하게 취급하여 우선순위와 가장 중요한 것

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족함이 보완하고자 한다.

둘째, 가장 중요한 요인과 AIS 데이터 품질 산출물간

의 관계를 시험하는 경험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본 연

구는 데이터품질 산출물 측정에 관련된 데이터 품질 연

구에까지 확장할 수 있다. 이전 연구들은 주로 데이터 

품질 차원을 식별하고자 하여 회계정보 품질에 대한 중

요 요인과 AIS 데이터 품질 산출물 간의 관계를 경험적

으로 규명함으로써 그 차이를 메우고자 한다.

4.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의 산물로서 데이터품질에 대

한 잠재적 CSF 목록을 작성하였으며 데이터 품질 산

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

고자 설계하였다.

경험적 연구를 위한 설문은 AIS에 대한 경험을 가진 

회계담당자와 IT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배포되었으며 

설문은 중요성에 대하여 5점 척도, 성과에 대해서는 6

점 척도로 구성하여 응답자로 하여금 최상위 중요도 3

개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배포대상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소속 공인회계사 및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와 과학

기술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과학기술인 중 IT분야에 해

당하는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각각 1,000명씩 2,000

명에게 전자메일로 배포하였다. 배포 결과 22,5%는 

AIS 경험이 없거나 은퇴 혹은 답변 거부하여 1,550개

의 회신 중 282개의 유효 응답을 확보하여 18%의 최

종 유효회수율을 달성하였다.

5. 데이터 분석

5.1 인구통계

회수된 기업은 65%인 181개가 제조업으로 25%인 72

개가 서비스업, 10%인 29개사가 기타산업으로 분류되었

으며, 종업원수에 있어서는 45% 정도는 50인 미만, 28%

는 100인 미만, 24%가 100인 이상으로 분류되었다.

5.2 응답분석

회계정보 품질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

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입력통제 요인에 대한 중요도

를 AIS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파악되었으

며 AIS특성을 차순위로 3순위로는 최고경영자 결의로 

나타나 이전 연구결과와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였다. 

기타 주요 요인으로 선정된 것으로는 인적역량, 내부통

제, 팀워크 등으로 나타났다.

2차적으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최상위 3개 

요인을 선정하도록 요구하되 응답자가 선정한 요인들

에 대하여 ‘1순위*3+2순위*2+3순위’로 가중치를 고려

하여 계산할 결과 1차 조사에서 리커트 스케일로 점수

화된 평균값 우선순위결과와는 상이하게 최고경영자 

결의, AIS특성, 입력통제의 순으로 요인에 대한 우선순

위가 결정되었다.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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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ost important factors for Accounting information quality

5.3 가설검증

연구가설을 테스트하기 위해 다변량통계분석을 통하

여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간의 관계를 추정하고자 하였

다. 이전의 정보기술 혹은 정보시스템 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표준화된 다중선형회귀분석을 통해 변인들간의 

유사성 정도를 검정하면서 이전연구와 비교하고자 하

였다. 가설검증을 위하여 중요성에 대한 순위보다는 중

요하다고 생각하는 3가지 요인들에 대한 성과의 순위

를 사용한 바, 이는 중요성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을 측

정하는 것에 대신하는 것이다. 최고경영자의 결의 요인

은 5점 척도에 대한 중요성 순위의 평균값은 4.15이지

만 성과의 평균값은 4.28로 나타났다. 성과 순위는 종

속변인으로 가설검증에 이용되었고 AIS 데이터 품질 

산출은 독립변인으로 구성하였다. MLR을 요약하자면, 

종속변인인 3가지 중요한 요인들 즉 최고경영자 결의, 

AIS의 특성, 입력 통제변인의 성과와 독립변인인 AIS

데이터 품질간의 관계를 평가함에 이용된  표준회귀의 

결과를 본항에서 요약하고자 한다.

Table 1은 3개의 종속변인과 1개의 독립변인에 대

한 기술통계를 나타낸다.

동시입력방법을 이용한 MLR분석은 연구가설 검증

을 위해 이용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3개의 요인들이 

AIS데이터 품질 산출을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Table 2. 앞서 언급한 바대로 중요

성을 가진 3개의T 요인을 변수로 설정하여 모형화하였

고 AIS 데이터 품질 산출은 독립변수로 이용되었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for the performance 

of the three most important factors and 

AIS data quality outcomes

Mean Std.Dev.

AIS_Quality_Data

Top_Management_Performance

Input_Control_Performance

AIS_Nature_Performance

3.74

4.28

4.23

4.13

0.839

1.110

0.990

1.050

Table 2. Variable Entered for MLR Analysis Variable 

Entered/Removedb

Model Variables Entereda Variables 

Removed
Method

1

AIS_Nature_Performance

Top_Mgmt_Performance

Input_Control_Performance

.
Enter

a All requested variables entered
b Dependent variables : AIS_Quality_Data

Table 3. MLR Model Summary

Model R R² Adjusted R² Std. Error of Estimate

1 .673a .453 .447 .624

a Predictors: (Constant), AIS_Nature_Performance, 

Top_Management_Performance,Input-Control_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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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NOVAb for the MLR Model

Model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1

Regression 81.114 3 27.083 69.389 0.000a

Residual 97.804 251 .390

Total 178.918 254

a Predictors: (Constant), AIS_Nature_Performance, 

Top_Management_Performance,Input-Control_Performance
b Dependent variables : AIS_Quality_Data

Table 1, Table 2, Table 3, Table 4는 MLR모델과 

MLR모델에 대한 ANOVA에 대한 요약으로 P<0.001하

에서 F(3,251)=69로 통계적 유의성이 존재함을  MLR

모델 검증 결과에 의하면 AIS데이터 품질 산출은 3개 

중요 요인의 성과를 인지함으로 달리한다는 것을 설명

하고 있다.  MLR 분석 결과는 3개 중요요인이 데이터 

품질의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인식할 때, 

데이터 품질산출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것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3개 요인 개별적으로 AIS 데이터 품질과 

긍정적이면서도 유의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것으로 설명

하고 있다. 

분석을 통하여 AIS 내에서 좋은 데이터 품질을 생성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요인들

이 높을 성과를 보일 때, AIS 데이터 품질 산출이 고도

화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가설을 검증하여 본 

연구 가설이 경험적연구를 통하여 지지될 수 있다.

6. 결론

데이터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을 

보다 더 이해함으로써 AIS 데이터 품질을 증진함에 도

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조직이 경영 프로세스와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의존성이 높아질수록 

저장된 데이터 오류와 이러한 오류로 인한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다. 부정확하고 불완전한 데이터는 조직의 경

쟁적 우위를 점하는데 방해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경

험적 연구를 통하여 회계정보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가

장 중요한 요인들을 찾고자 MLR분석을 이용하여 가설

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회계정보시스템의 데이터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최고경영자 결의, 회계정

보시스템의 특성 그리고 입력 통제로 밝혀졌다. MLR

모형과 ANOVA 분석을 통하여 3가지 중요한 요인들

의 성과에 대한 인식은 AIS데이터품질 산출에 매우 긍

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거하였다. 부가적으

로 MRL 상관분석 결과는 3가지 요인 각각의 성과를1 

인식함은 AIS 데이터 품질 산출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

을 증거한다. 본 연구는 실무적으로 조직과 실무자들

이 AIS 데이터의 품질을 확신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

울일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며 또한 초창기 연구를 통

해 CSF로 제시되었던 문헌 검토를 제공함으로써 AIS 

데이터 품질에 대한 잠재적 CSF를 경험적 연구를 이

용하여 AIS 데이터 품질에 대한 중요 요인을 증거하는

확인을 수행함으로써 데이터 품질 관련 연구에 공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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