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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공지능의 발전과 함께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의 광범위한 적용은 필연적인 것이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RPA를 기반으로 하여 교차되는 원가정보의 자동수집, 적시성 및 유연성을 지닌 원가관리의 최

적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에 있다. RPA기반의 원가관리시스템은 원가정보 인식의 교차시스템, 클라우드 플랫폼 

등을 통하여 원가관리프로세스의 최적화와 개선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RPA 관련기술의 효익, RPA기술과 회

계기능에 대한 선행연구를 조사하고, 현행의 원가관리 문제점을 파악하여 경영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관리회계 실

행을 위한 원가관리의 최적화를 구현하는 RPA적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 RPA, 제조데이터, Robotics, 원가회계시스템, 전략적 관리회계

Abstract Due to the adva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wide use of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became inevitab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cost management optimization based on 

RPA which has automatic collection of cost information, timeliness and flexibility. The cost 

management system based on RPA will be able to optimize and improve the cost management 

process through the cross-system of cost information recognition and the cloud platform. 

Following the review of previous researches on the benefit of the RPA-related technology along 

with the investigation on the problems of current cost management system, this study will suggest 

a way to adopt RPA to optimize cost management system for  the implement of strategic 

management accounting to support management decision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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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불안정정, 불확실성, 복합성, 모호성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Industry 4.0시대의 기업경영환경은 센서, 기

계, IT시스템으로 하여금 단일 기업을 넘어 가치사슬로 

연계되어지고 그 기능은 회사 간, 전 세계 데이터 통합 

네트워크로 통합되어지기를 요구하고 있다[1].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고자 디지털화와 모바일기술로 시작된 

수많은 기술변혁 중에 Industry 4.0 모형의 하부기술 

중의 하나가 RPA이다.  텍스트 이해와 학습이 가능한 

머신러닝 기술이 보다 성숙해져 클라우드 및 웹기반의 

RPA 플랫폼이 빠르게 확산되고 기업 내 문서출력이 대

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2025년까지 도입이 쉽고 

학습이 용이한(easy-to-deploy- and teach) AI기반 

RPA 즉 ‘디지털 워크포스(Digital Workforce)’가 대기

업 뿐만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을 포함한 산업전반에 



융합정보논문지 제10권 제5호9

도입되어 디지털 변혁을 촉진하고 end to end 업무자

동화를 실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 인간로봇

(Human robotics) 혹은 휴머노이드(Humanoid) 및 

산업로봇은 본 연구의 범위가 아니며 본 연구에서는 

RPA의 Robotics라는 용어는 로보틱 소프트웨어와 그 

응용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RPA는 거래처리, 데이터조작, 응답 트리거, 의사소

통 등을 또 다른 디지털시스템으로 포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로봇을 구성하는 응용기술로 정의되고 

있다[3]. 산업용 로봇은 가동율, 품질, 생산원가 절감으

로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에 비하여 RPA는 로봇이라

는 것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경영,  IT 지원, 워크 플로

우, 인프라, 백오피스 프로세스 자체를 변혁시키는 혁신

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정확성, 시간, 생산성을 유휴

인력과 반복작업의 제거로 업무 자체를 승화시킬 수 있

다고 주장한다[4]. 

기업의 원가관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여 원가관

리는 원가회계, 분석 및 통제를 포함하는 기업경영의 

가장 중요한 부문으로 전통적인 원가관리는 ERP와 같

은 기업정보시스템에 사람의 노동력을 더하는 방법에 

의존하여 왔다[5]. 이러한 방법은 과중한 수작업 데이터 

수집과 오류의 증가 및 적시성 결여라는 문제를 야기하

여 왔다[6]. 

본 연구는 국내 중소제조기업들이 대부분 안고 있는 

원가관리상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RPA기반의 원가

관리 모형을 제시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RPA는 사전에 프로그램화된 대로 자동적으로 사람

과 컴퓨터 간의 상호작용을 수행할 수 있는 장치이므로 

원가관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RPA는 제조물

에 따라 원가집계를 하고 각기 다른 목적으로 원가정보

를 획득하고자 하는 다양한 경영자들에게 원가분석을 

제공하고 원가관리 문제를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

이 가능케하여 다루기 힘든 수작업, 에러율, 저효율성 

등의 문제를 빠른 시간내에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7].

RPA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알아보고

자  RPA관련기술의 효익, 회계기능에서의 RPA 적용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조사하였다.

이후, 원가관리상의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RPA기반의 원가관리최적화방안을 제시하여 경영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전략적 관리회계의 기초를 마련하고

자 한다.

RPA기반의 원가관리 최적화 방안을 찾기 위한 방법

은 Fig. 1과 같다.

Fig. 1. Research Roadmap

2. RPA관련 기술의 효익

프로세스 자동화는 자동화된 일상, 수작업 및 표준화

된 업무에 지식노동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로봇공학

과 인지 기술을 적용한다. 로봇공학 소프트웨어는 일상

업무로부터 핵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종업원들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사람의존성을 제거할 수 있다. 자동

화는 작업장에서 큰 효과가 있으면서도 인적자원관리

에 있어서도 효과적이면 전략적일 수 있다.

2.1 원가절감

로봇공학 프로세스 자동화는 25-50%의 원가절감을 

가능하게 하는 바, 사람이 했던 업무능력과 비교할 때 

1년 365일 24시간 실행, 작업에러 제로화의 실현이 가

능하다. 소프트웨어 로봇은 FTE(full-time offshore 

employee) 가격의 1/3 수준으로 onshore의 경우에

는 1/5의 수준으로 절감하였다는 보고가 있다[11]. 아

웃소싱 서비스 공급업체의 경우 평균 12분이 소요되던 

보험관련 업무를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통해 1/3로 단

축하고 FTE원가의 10%로 거래량은 3배 증가시켰다는 

보고도 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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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효율성 향상

RPA와 AI는 생산성, 정확성을 증진시키고 사이클타

임의 절감 및 교육훈련 필요성을 감소시켜 개선된 서비

스 모델을 제공할 수 있다. 사람과 달리 로봇은 하루 

24시간 작업을 끊임없이 할 수 있다. 전형적으로 하나

의 로봇은 FTE의 2-5배를 수행한다고 한다.

현행의 투자수준에서 적합하게 설계된 IT인프라 자

동화도구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경우 평균적으로 60%

까지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사람의 간섭없이 절반 수준

에서 IT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으로 발표된 바 있다[9].

2.3 분석력 향상

프로세스 자동화는 데이터를 보다 쉽게 수집하고 조

직화할 수 있어서 미래수익을 예측하고 그 프로세스를 

최적화할 수 있다. 발전된 분석기법은 패드백순환을 제

공함으로 개선해야 할 영역을 결정하여 프로세스를 개

선하며 운영상의 개선과 향상된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

는 보다 구체화된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게 한다.  향상

된 분석력을 통해 규제준수, 효율적 원가관리 및 최적

화된 운영의 필수적 요소가 된다.

2.4 성과 및 품질 개선

사람이 작업하는 것은 에러가 필연적이다. 사람이 작

업할 때 발생하는 기능장애 위험, 에러와 위조는 자동

화된 시스템보다 항상 더 높은 확률을 갖는다. 로봇은 

신뢰할만하면서 변함없고 피곤해하지도 않으면서 에러 

혹은 조작없이 매일 같은 방식으로 같은 일을 수행할 

수 있다. RPA와 AI는 조직 능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역량을 최적화한다. 수많은 IT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자

동화 소프트웨어를 배치한 회사의 경우 조직 생산성과 

능력을 별도의 충원과 교육없이 증가시킬 수 있었다. 

141%에 달하는 ROI를 15개월만에 달성하여 지속적으

로 자동화 워크플로우를 유지할 때 더 큰 기대를 할 수 

있다고 결론내리면서 아래와 같은 원가절감 이외의 효

익을 제시하였다[8,9].

① 사이클 타임을 줄이고 처리량과 효율성의 증진, 

② 상이한 방식의 하나 이상의 원천으로부터 데이터를 

활용, 

③ 공표된 규칙에 따라 관리자가 데이터를 처리하고 

해석, 

④ 다른 디지털시스템과 결과를 소통할 수 있고 시스

템의 다른 업무를 유발하거나 경고, 

⑤ 도입과 개발에 있어서 유연성, 확장성, 용이성,

⑥ 정확성 향상, 

⑦ FTE개선 및 종업원에게 더 큰 가치부여를 통한 사

기 진작, 

⑧ 고개만족에 대한 혁신과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확보, 

⑨ 보다 상세한 데이터 포착

3. RPA의 적용 분야 탐색

RPA기술은 모든 산업에 걸쳐 폭넓으면서 구체적으

로 적용될 수 있다.

RPA 적용은 현존의 IT구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쉽

고 복잡해지지 않게 실행할 수 있다. 생산, 재무, 회계, 

판매, 구매, SCM, 고객서비스 및 인적자원 등의 상이한 

부서 내에의 필수 경영프로세스를 쉽게 자동화할 수 있

다. 프로세스 자동화는 재무, 구매, SCM, 회계 및 고객

서비스 등의 비영업부서를 단순화하고  가속화시킬 수 

있다[10].

RPA 적용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수작업과 

정형화된 일상업무에 제한없이 수행할 수 있다[9,10].

① 이메일을 열고, 읽고, 보내며 첨부할 수 있다,

② 자동화된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처리 : 로그인 혹

은 읽고 삭제하거나 데이터 변환, 

③ 자동화된 데이터 정화 : 파일과 폴더의 이동, 변

경 및 삭제, 

④ API 자동 연결과 데이터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

⑤ 자동 배치 수행, 

⑥ if/then 규칙에 따라 자동 결정, 

⑦ 데이터 추출과 재편성하여 보고서 및 대쉬보드 

작성, 

⑧ 문서의 구조화된 데이터를 추출하여 모든 데이터

를 초기화, 

⑨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분석, 

⑩ 다양한 원천의 데이터, 여러 종류의 데이터 유형, 

구조화여부에 무관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

고 처리, 

⑪ 자동 계산하고 계산결과에 기초해서 업무 수행,

⑫ 자동으로 양식 완성, 

⑬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읽고 쓰기,

⑭ 자동으로 보고서를 생성, 전달 및 공유, 

⑮ 자동으로 조기경보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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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 거래 자동 연결 혹은 차단하거나 기준 이상의 거

래 정지, 

⑰ 회계 부정에 대한 종료 및 지급거절에 대하 자동 

처리, 

⑱ 자동 분개, 

⑲ 자동으로 계정 통제 및 연계, 

⑳ 자동이체 의뢰에 대한 실행, 변경 및 수정, 

㉑ 자동이체 실행, 변경 및 수정, 

㉒ 데이터 주소화 실행, 변경 및 수정, 

㉓ 중복거래의 감사, 차단 및 수정, 

㉔ 지사 위험 모니터링, 

㉕ 개인 대출 앱 활성화, 

㉖ 지불보호 보험 클레임 처리, 

㉗ 지급 조건 관리 자동화,

㉘ 매출관련 보험처리 자동화 지원, 

㉙ 자동화된 홍보활동, 

㉚ 고객불만 자동화, 

한편 , RPA는 IT 장비에 대한 관리, 통제를 개선시

켜 운영효율성을 달성하고 지속적인 조사와 문제 해결

로 보다 신속한 처리를 가능하게 한다. 인적자원과는 

상관없는 확장성으로 단기수요를 추가 충원이나 교육

없이 충족시킬 수 있다{11}. 부가적으로 RPA는 일상지

원업무의 필요성을 감소시켜 노무비 감소를 통한 IT 인

원에 대한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4. RPA 기술과 회계 기능

Axson은 회계담당자의 업무는 거래처리 중심에서 

로봇공학을 이용하는 통합된 경영서비스 솔루션으로  

이동하게 되어 거래처리업무가 자동화되거나 40% 이

상 줄어들 것으로 예견한다[12]. 그 결과 회계담당자는 

의사결정 지원, 예측분석 및 성과관리에 더 많은 시간

을 투자할 수 있다.

회계담당자의 효율적 시간관리 뿐만 아니라 실시간 

재무데이터 접근이 가능함으로써 보고와 분석을 동시

적이며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RPA가 회계

담당자를 대체할 수는 없다. 그 직무를 보다 진보적이

고 적극적이 방법으로 이끌어 조직에 보다 가치있는 일

에 주목할 수 있다는 것이다.

RPA로 인하여 원가회계 실무에서부터 변화가 이루

어지게 될 것인바, 직접노무비가 점차로 줄어들면서 기

초원가를 구성하는 요소가 달라지게 될 것이지만 현장

근로자들의 작업능력이 향상되면서 교차기능을 수반될 

것이다. 변동비로 인식되던 직접노무비는 원가계산구조

를 변경시키고 유형자산 규모가 증가하면서 고정비인 

감가상각비가 증가할 것이다[13].

기업의 입장에서는 RPA시스템의 개선에도 힘써야겠

지만 운영경비의 범위내에서 유지보수에도 힘써야 한

다. 새로운 사고방식에 적합한 전략으로 전환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하지 않으면, 관습적이고 시대에 뒤진 원가

시스템은 붕괴될 것이라는 명확하다. 이러한 사실은 재

무회계기능 또한 재구축되어야 할 몫을 떠안게 된다.

RPA시스템이 자동으로 데이터를 입력할 것이기 때

문에 혹자들은 매출채권과 지급채무의 핵심적인 역할

도 변화되어 회계담당자는 서류검토 정도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10]. RPA가 회계순환과정의 

모든 단계에 이용될 수 있기에 청구와 수금 역시 로봇

에 의해 실행될 것이다. 회계조정 또한 자동화된 방법

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매출채권과 지급채

무는 고객과 벤더간에 일방 혹은 양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구매청구도 RPA가 담당하게 되고 장부기입, 총계정

원장을 생성, 검토 승인하는 업무는 전자식별 등의 방법

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더욱이 전기 검증의 자동화로 계

정식별, 로직 에러, 정확성 검증, 원장 삭제 및 보조원장 

폐기 등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14].

배부와 조정 문제도 은행, 신용카드 및 신용기록 과 

회사내부거래에 대한 배부 및 조정문제도 로봇공학 프

로그램은 결산 및 통합하는 업무를 담당할 수 있고 기

금처리와 같은 재무거래도 담당할 수 있다. 결산이후 

RPA는 내외부목적 양자에 적합한 재무보고서를 작성

할 수 있어 맞춤형 조기경보, 실시간 보고로 모니터링 

지원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RPA는 예산편성도 할 수 있어 단기계획 시나리오을 

제공하여 의사결정 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것이며 

장기계획수립도 RPA 예측기능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

통제와 감사측면에 있어서는 RPA의 두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감사인들이 정규적인 내무통

제활동을을 수행하는 로봇공학으로 인한 효익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빠뜨린 것은 없는지 규칙에 어긋난 

것은 없는지를 통제할 것을 RPA가 요구받았다면,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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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해당거래를 표시해서 감사인이 검토할 수 있도록 경

고를 보내 깊이있는 감사를 가능하게 한다. 감사인들로 

하여금 시간절약, 사전대책을 강구할 수 있으며 보다 

분석적인 내용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 두 번째로 RPA

는 위험관리를 서비스하여 사람의 실수 뿐만 아니라 조

작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15].

감사인들에게는 감사로봇공학이 필요하겠지만 자동

화된 그 어떤 것일지라도 확실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

다. RPA는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기에 잘

못된 알고리즘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따라서 사람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즉 RPA의 감사

는 감사인이 하여야 하는 것이다.

조정, 자동분개 및 수기거래의 자동화, 계정연결 등

회계거래처리 부분에서의 RPA 이용을 통한 효익에 몰

두한 연구들은 모두 이러한 문제들을 포함하여야 할 것

이다.

5. 원가관리의 문제점 

원가관리는 주로 원가계산, 원가분석 및 원가통제를 

포함한다. 다양한 정보시스템간의 고도화 통합은 많은 

시간과 막대한 투자를 요구하기에 경영프로세스 자동

화는 아직 많은 망설임을 야기한다. 빅데이터와 클라우

딩 컴퓨터 등 최신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원가관리를 전

사적 관리회계시스템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추

구함으로써 정확성과 과학적 탐구성을 개선시킨 것은 

사실이다[16]. 그러나 산재된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적시성 결여와 높은 데이터 에러율은 아

직까지 숙제로 남아있다[17].

주문처리에 있어 창고관리자가 재고를 확인하고 회

계담당자가가 신용정책과 재고관리시스템의 확인 이후

에 최종적으로 주문확정 프로세스는 대면 혹은 수작업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주문확정 프로세스기

능에서만도 거쳐야 하는 모듈은 영업, 물류, 회계 등 여

러 단계에 걸쳐 데이터입력을 위한 화면변경과 다양한 

데이터수집장치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경영활동의 양

이 증가되면서 정보의 비효율성, 정확성 및 통합이 낮

아지는 이유인 것이다[16].

비적시성, 부조화된 회계처리와 같은 원가회계 현상

은 그 주된 이유가 다양한 제품군으로 인한 원가계산처

리 방법의 다양성, 프로젝트 기간의 장기화, 고난이도 

및 원거리의 물류 등으로 인한 프로젝트 복잡성, 다단

계에 걸쳐 나타나는 수작업, 복잡한 수작업 및 느린 데

이터 분석 등을 제시한다[18]. 원가관리와 통제는 실제 

거래 발생 후에 기록되기에 사전분석은 물론이거니와 

처리중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어 예산관리 실행이 곤란

해 진다. 

또한 원가분석 보고에 있어 고착화되는 현상은 표준

화의 관습과 실용성 부재에 기인하기도 한다. 원가분석 

보고는 원가데이터에 기초하여 회계부서가 담당하는 

것이 보통이다. 대부분의 경우 원가분석 보고는 표준화

되어 동일한 내용과 형태로 작성되고 기간별로 데이터

의 차이만 발생한다. 소비자 요구사항의 다양성으로 유

연성을 지닌 제품이 필요하고, 경영자 요구사항의 증가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가보고의 표준화 관습과 실용

성 부족은 여전한 것이다. 표, 문장 및 이미지는 각기 

정보전달과정에서 그 효과가 상이하고, 경영자마가 각

기 다른 정보구조를 요구한다. 표준화된 모형은 사람들

로 하여금 사고와 학습 부족을 야기할 수 있어 원가분

석보고의 유효성과 유용성이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비

해 낮다고 할 수 있다.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표

준화된 원가분석 보고는 수요에 대처할 수 없기에 다차

원적인 원가분석보고의 제공이 코 앞에 있는 것이다.

6. RPA기반의 원가관리 최적화  

RPA는 사용자 매뉴얼을 시뮬레이션하고 사전에 프

로그램화된 바에 따라 상호작용하면서 고도의 반복적

인 업무를 처리한다. 현행의 시스템을 외부에 배치하여 

사전 정의된 처리 계획으로 효율적인 임무수행이 가능

하다. RPA기술로 관리회계시스템은  반복적, 표준화 

및 프로그램화된 업무를 집중적, 지능적, 자동화할 수 

있게 된다. RPA는 수작업을 대신하여 정확성을 개선할 

수 있어, 데이터 품질, 지속성, 최적화분석을 향상시켜 

회계부서의 관심을 부가가치업무로 돌려 자동화된 회

계업무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모니터할 수 있는 이전의 

전통적 관리회계 수준에서 혁신적 관리회계의 실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중소제조업체들이 안고 있는 원가관리 프로세스상의 

문제를 감안하여 본 연구는 클라우딩 플랫폼 구축을 통

한 RPA기반으로  교차 시스템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

하여 다양하고도 광범위한 원가분석이 가능한  최적화 

원가관리시스템 구현 방안을 Fig. 2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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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oposed Cost Management Process based on RPA

RPA기술의 도입으로 로봇은 자동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고 재고관리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직접 추출할 수 

있어 재고관리시스템을 회계담당자가 수작업으로 처리

할 필요가 없다. 재고관리상의 내외부 주문관련 문서는 

중요한 데이터를 포함하는데 시스템은 이미지 스캐닝

과  문서정보에 대한 데이터화를 실현할 수 있는 인식

기술로 주요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사전에 정의된 디지

털 처리로 문서정보는 재고관리시스템이나 ERP시스템

에서 생성되어 교차 시스템상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

집하여 매끄럽게 연계하는 방식으로 완벽한 폐쇄형 회

계데이터로 현행의 회계처리 모듈과 연계한다. 

하향작업구조(WBS: Work Breakdown Structure) 

방식의 예산을 사용하게 되면 클라우드 플랫폼은 구조

화된 재료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하게 되어 기업이 더욱 

정교화된 제조계획 하에 향후 제조계획에 따른 재료비

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WBS를 

이용하는 회사의 예산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국내 제조업체 현실은 재료의 대다수를 외산에 의존하

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생산계획에 의한 제조활동으

로 발생하는 재료비는 예산과는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가 많다. 클라우드 플랫폼은 재료시장과의 실시간정보

교환을 통해 재료비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제조원가

집계에 사용되는 재료비 산출의 시간적 절감이 가능하

게 된다. 실제 발생 생산데이터는 딥러닝방식으로 클라

우딩 플랫폼의 데이버베이스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 

재료비 정보 수집 기능에 더하여 클라우딩 플랫폼은 사

물인터넷 기능을 포함할 수도 있다. 클라우딩 플랫폼으

로 공급자와의 주문계약을 확정한 후에, GPS기술을 이

용하여 구매한 재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제조

라이프사이클 관리를 할 수 있음으로 원청 혹은 소비자

의 요구 납기를 준수할 수 있게 된다. 구매부문에서는 

공급자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재료도착 시각을 납기준

수할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원가와 신용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Table 1에서는 전통적인 관리회계 구현을 위한 원

가시스템, RPA기반이 아닌 MES 등의 소프트웨어 의존

형 원가시스템과 본 연구가 제안하는 프레임을 비교하

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주문처리에 있어서 전통적인 

방법에서는 원가데이터와 생산데이터가 분리되었기에 

실시간 데이터 집계가 불가하며, MES 소프프웨어 이용

시에는 DBMS를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번거로움

이 발생하지만 제안 프레임에서는 BOM, PDM, PLM

을 고려한 주문확정 프로세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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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ion between before method and proposed method in costing

　 Traditional costing MES no using RPA Based on RPA

Order Procsessing
isolated between costing and 

manufacturing

seperated DBMS between costing and 

manufacturing

automated confirm orders by 

calculating inventory, PLM, PDM, 

delivery

Rush production
no calculation for setting time and 

loss of facilities

no calculation for setting time and 

loss of facilities

automated confirm the possibility 

of product considered 

opportunity cost

Price decision no considered relevant cost no considered relevant cost
possible to consider incremental 

analysis

product mixing
no aggregation cost elements for 

each product 

aggregation cost elements by lot 

units

automatic job scheduling 

considered constraint factors

partial closing decision making
depend on only historical cost data 

not opportunity cost

no consider replace revenue and 

opportunity cost

automatic decision making by 

consider segment margin and 

avoidible cost

stop manufactuing decision 

making

depend on income statement at 

present

no consider increment revenue and 

expenses

automatic decision making by 

incremental analysis

긴급생산에 있어서도 이전에는 설변, 기계세팅을 위

한 보이지 않는 손실을 산출하지 못하였지만 제안 프레

임에서는 기회원가를 고려한 생산가능성 및 스케쥴링

이 가능하다. 

특별주문에 대한 가격 의사결정이 이전에는 불가하

였으나 제안 시스템에서는 증분분석으로 특별주문 수

락여부를 의사결정할 수 있으며, 제품배합에 있어서도 

기계가동능력 등 제약자원을 고려한 생산 최적화를 기

할 수 있다.

적자제품에 대한 부문폐쇄 등의 특수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현상을 배부전 부문이익, 회피가능원가를 산

출하여 지속생산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제품생산중

단의사결정 역시 증분분석으로 실시간 의사결정이 가

능하다. 

RPA기술의 지원으로 회계부서는 기업의 실제 상황

과 경영자의 특별한 요청에 따라 요구하는 보고 관습을 

사전 조율할 수 있다. 방대한 경영 데이터를 효율적으

로 회계데이터로 변환할 수 있는 것이다. 현행의 ERP

나 MES 수준에서 경영활동 데이터를 회계데이터로의 

변환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바로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생산데이터를 각부문이 요구하는 단위로 환

산함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원가의 흐름은 물류의 

흐름과 더불어 파악된다는 점을 간과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물류의 흐름을 원가의 흐름과 

일치시켜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원가정보를 실시간으

로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격산정, 긴급생산, 특별

주문, 제품생산배합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으로 RPA를 기반으로 하는 회계정보시스템의 구현을 

제시하였다.

7. 결론과 향후 연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RPA 기술을 살펴보면서 경영

프로세스와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였다. 

RPA와 관련 기술들이 사람에 의존적이었던 영역을 줄

여 원가절감, 효율성 증대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은 명

확하다. RPA는 특별히 에러를 제로화하고 회계거래처

리의 정확성과 및 통제와 감사에 있어 능률과 효과를 

증가시킬 것이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동화는 차세대 경영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어 RPA는 로봇공학 자동화 로드맵의 

시발점이 되고 보다 경영프로세스에 폭넓게 사용될 전망

이다. 사람이 하던 노동력과 직무의 로봇이나 로봇공학 

시스템으로 대체는 상당히 그 논의가 진전되어 왔다.

PPA와 자동화는 회계영역에서 그 프로세스와 처리

를 파괴적으로 변화시킬 것이어서 비효율적인 회계를 

RPA가 대신하게 될 것이며 회계전문가들은 전략적 관

리회계의 맥락에서 전략적인 업무에 보다 집중하게 될 

것이다. RPA는 또한 자동화된 내부통제, 감사 및 자동

화된 핵심재무보고를 수행할 것이 확실하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 RPA는 광범위하게 적용되지 못

하고 있지만 국내시장에서 RPA 사용이 증가하게되면  

RPA 프로젝트의 도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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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례 연구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 이후 RPA

와 인공지능, 플랜트 자동화, IoT 모바일 기술 등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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