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lan 모형을 이용한 중소기업 회계정보시스템 수준과 
성과분석

임규찬
청주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

A Measurement and Analysis of AIS Level in SMBs using Nolan 
Model

Kyu-Chan Lim
Assistant Professor, Divis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eongju University

요  약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 회계정보시스템 수준과 환경요인을 파악해 보고 또한, 회계정보시스템 수준이 시스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Nolan의 성장단계모형을 이용하여 AIS 수준을 측정하였
으며, 상황요인, AIS 수준 및 성과간의 영향요인 검증에서는 회귀분석모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회계정보시스템의 수준 측정에 있어서는 4단계인 통합단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회계정보시스
템의 수준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에서는 환경의 불확실성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계정보
시스템 수준이 시스템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에서는 회계정보시스템 수준이 시스템 만족도와 이용도에 부분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회계정보시스템의 수준을 측정해 보고 관련 환경요인과 시스템 성과에 미치는 영향관
계를 검증해 보았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향후에는 상황요인 중 고려하지 못 요인들(기업문화, 경영전략, 정보기
술구조 등)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주제어 : 회계정보시스템 수준, 불확실성, 상황요인, Nolan의 모델, 시스템성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e research was to identify the level of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for 
SMBs and environmental factors, and to analyze whether the level of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affects system performance. The research method measured the AIS level using Nolan's growth phase 
model, and the verification of the factors affecting the situation, AIS level, and performance was 
verified using the regression analysis model.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In 
measuring the level of an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it was found that it was in the stage of 
integration, which is Step 4, and the analysis of the factors influencing the level of an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showed that the uncertainty in the environment was absolutely aff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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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관리회계는 변화하는 기업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

템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정보와 기술
수준, 기업에 직면하는 내․외적인 경쟁정도와 변화하는 
사회․문화적인 환경은 기업경영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선 경영자가 변화된 기업환
경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최적의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실
천하는 것이다. 환경변수(경영전략, 조직구조)와 정보기
술구조는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 정
보기술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면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
다는 1980년의 많은 연구들은 상황이론적 관점의 연구
들로서 기업의 내․외적 환경과 조직구조가 효율적으로 융
합될 때 성과는 향상된다는 이론이다[2]. 기업의 정보화
는 핵심적인 국가경쟁력 요소로 중소기업에서도 중요한 
경쟁력제고 수단으로 인지하고 있다[3]. 최근 중소기업들
이 활동기준원가계산(ABC), 전사적 자원관리(ERP), 균
형성과기록표(BSC) 등의 개념들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데 과연 중소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회계정보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따른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세 가지로서 첫째는 우
리나라 중소기업들의 회계정보시스템의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회계정보시스템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해 보고, 마지막으로 회계정
보시스템 수준에 따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
해 보는 것이다.

2. Nolan의 정보화 6단계와 환경요인
2.1 Nolan의 정보화 6단계

Nolan의 단계모형은 성장단계 모형으로 도입, 확장, 
통제, 통합, 혁신, 성숙단계를 단계별로 거쳐서 성장한다
는 모형이다[4]. 
· 도입(1단계) : 정보시스템 담당그룹과 정보시스템이 기

업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상태
· 확장(2단계) : 정보시스템부분이 독립해서 사내에서 확

인되고, 부서별 업무 시스템이 개발.
· 통제(3단계) : 정보시스템부문이 전사적 기간시스템의 

구축, 보급되고 정착화의 과제와 비용의 급증으로 투자
대비 효과 검토

· 통합(4단계) : 정보시스템부분이 횡단적 업무의 시스템

화, 워크스테이션, 비정형 업무 중심 등을 이용한 사용
자 컴퓨팅이 활발히 이루어짐.

· 혁신(5단계) : 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보화 투자목적이 
전략적 무기로 변화, 경영전략 수립, 정보시스템부문과 
경영전략이 일체화. 

· 성숙(6단계) : 최종단계, 정보시스템의 전략적 활용의 
일반화되고, 인간의 창조적 활동분야에 정보시스템의 
적용.

본 연구에서는 조용길과 하대용(,2003),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2003)에서 이용하였던 설문 5점
척도의 측정과 단계구간 0.67차이를 적용하여 Table 1
과 같이 Nolan의 성장 단계를 측정하였다[3]. 

Stage Interval Stage Interval
Stage 1 

(introduction) 1.00-1.67 Stage 4 
(Integrated) 3.01-3.68

Stage 2 
(extended) 1.67-2.34 Stage 5 

(Innovation) 3.68-4.35
Stage 3 
(control) 2.34-3.01 Stage 6 

(Administrative) 4.35-5.00

Table 1. Step Section Settings

2.2 회계정보시스템의 환경요인
기업의 내적ㆍ외적 상황변수는 회계정보시스템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5], 외부상황변수로서는 
환경 및 기술이 있으며, 내적 상황변수로는 조직의 규모
와 구조 및 운영시스템이 있다[6]. 회계정보시스템은 기
업의 경영환경과 상호작용하여 조직의 성과 내지 능률에 
영향을 주게 된다. Chenhall & Morris는 ① 환경의 불
확실성과 조직의 상호의존성은 부문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분권화를 통한 관리회계시스템의 특성에 간접영향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② 통합된 정보와 분권화는 상관
관계가 존재하며, ③ 적시성과 정보의 범위는 환경의 불
확실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④ 요약화, 통합
화, 정보의 범위는 조직의 상호의존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
로 나타났다[7]. 또한, 조직규모는 사용자의 만족과 online 
이용에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설계
3.1 조사대상기업의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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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표본의 선정과 특성
본 연구의 표본은 제조업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응답은 정보관련 담당자가 응답하도
록 하였다.

전국에서 종업원 수 100-300인 사이의 법인기업을 
무작위로 400개 기업을 선별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우
편과 면담을 병행하였다. 선정된 표본기업은 총 400개이
며, 우편발송 300부, 방문조사 100부를 하였다. 이 중 회수
된 설문지는 142부였으나 분석에 사용된 것은 137부였다. 

Category Number of samples
Companies sampled

Companies used
response ratio

400
137
34%

Table 2. Number of Samples

조사대상기업의 기업규모 현황(자본금, 종업원수, 매
출액)과 전산관련 현황(전산관련 예산, 전산 인원, 업무 
처리수, PC 보유수, PC 보급률)은 Table 3과 Table 4
와 같다.

 

Capital Ratio Employees Ratio Sales Ratio
12-100 
9-12
6-9
3-6
0-3

19.5
23.7
34.7
15.3
6.8

250-300
200-250
150-200
100-150
 0-100

17.8
30.5
34.7
16.9
0.0

12-100 
9-12
6-9
3-6
0-3

31.4
38.6
16.3
7.8
5.9

total 100.0 total 100.0 total 100.0

Table 3. Business size status of respondent of 
Respondents       (Unit: billion,%)

Computerized 
sector budget Ratio Computerized 

personnel Ratio processing 
volume

5-100 
1-5

0.5-1
0.1-0.5
 0-0.1

0.0
3.4
25.1
43.2
28.3

0- 6
6-10
11-20
21-30
30-100

22.3
39.8
31.9
6.0
0.0

0-6
6-10
11-15
16-20
20-100

total 100.0 total 100.0 total

Table 4. Computer-related status       (Unit:billion,%)

Ratio computers held Ratio penetration rate Ratio
15.5
55.9
16.6
11.2
0.8

0-15
16-30
31-45
46-60
60-100

21.3
39.8
31.9
7.0
0.0

80%-100%
60-80 %
40-60 %
20-40 %
0%-20%

0.0
2.5
33.9
37.3
26.3

100.0 total 100.0 total 100.0

3.1.2 설문의 구성
설문의 구성은 회계정보시스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요인, 회계정보시스템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
과 시스템 성과변수로 구성이 되어있다. AIS 수준을 측
정하기 위한 요인은 Nolan(1979)의 연구에서 이용하였
던 6개의 요인을 이용하였다. AIS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
는 환경요인은 기업환경 요인, 조직구조 요인, 기업규모 
요인, 전산관련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성과는 시스
템 만족도와 이용도로 구성되었다.

Category Factor question 
number

 AIS Level
 Measurement

 computer application field 5
 AIS organization of department 10
 AIS planning and control 8
 User Attitude and Capability 10
 management awareness 9
 DB & utilization of network 8

 Environmental 
Factors of AIS

 Business environment 8
 organizational structure 9
 size of enterprise 3
 computational related variables 4

 AIS
Performance

 system satisfaction 4
 system utilization 4

Table 5. Composition of survey

3.2 변수의 선정과 측정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회계정보시스템 수준에 어

떤 환경요인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해 보고. 
분석된 회계정보시스템 수준에 따라 성과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는 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부문별로 
측정된 회계정보시스템의 부문별 수준 6개와 전체 수준
을 포함하여 총 7개 부문의 측정값을 종속 변수로 설정
하였다. 독립변수로는 회계정보시스템 관련 환경요인들
을 설정하였다. 

3.2.1 기업환경변수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환경변수를 경쟁정도와 환경의 

불확실성 정도로 구분하여 이용하고자 한다. 기업은 경쟁
정도가 높고,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단일 부서의 정보보다
는 다양한 여러 부서의 정보를 가지고 분석, 평가하여 의
사결정에 활용하고자 한다. 측정의 Likert 5점 척도를 이
용하였다. 높으면 5점에서 낮으면 1점의 가중치를 두어 
산출평균의 값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경쟁정도는 4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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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측정하였으며, 품질과 다양성정도, 가격, 광고 및 홍
보, 전문 인력 경쟁정도로 측정하였다. 환경의 불확실성
은 4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경제적, 기술적, 법적․정책
적․경제적 제약조건, 고객의 취향과 선호도의 변화정도로 
측정하였다.

 
3.2.2 조직구조변수
조직구조의 특성에 따라 외부환경변화요인의 수용정

도가 상이하며, 수용정도에 따라 시스템성과도 달라진다. 
분권화되고 공식화된 조직일수록 다양한 부서의 다양한 
정보와 종합적, 함축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는 것이 중
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회계정보시스템의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측정은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
였다. 높으면 5점에서 낮으면 1점의 가중치를 두어 산출
평균의 값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집권화는 예산편성, 성
과평가, 인사관리와 임금결정, 새로운 프로젝트와 서비스 
제공, 시스템 구입, 유지, 보수에 대한 의사결정의 참여정
도의 5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공식화는 조직 내 규정, 규
칙의 문서화 정도, 업무수행 방법, 절차의 제시정도, 상황
별 비공식적 합의과정 정도, 조직 내 규칙위반의 체계화 
정도로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3.2.3 기업규모변수
기업의 규모변수는 종업원 수, 매출액, 자본금의 요인

들을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규모변수로 정의하여 이용하
고자 한다.

3.2.4 전산관련변수
전산관련변수는 전산시스템 활용 업무분야의 수, pc

보급률, pc보유대수, 전산부문 예산 요인을 전산관련 변
수로 연구에 이용하고자 한다. 이렇게 정의한 연구는 다
수 존재한다[8-14]. 전산관련의 환경적인 요인들은 궁극
적으로 전산부문에의 지원과 투자가 있어야만 시스템 수
준이 향상될 것이다. 단순히 pc에의 투자뿐만 아니라 전
산관련 부문의 전반에 걸친 투자를 의미한다.

3.2.5 성과변수
회계정보시스템 성과는 시스템 이용도와 사용자 만족

도로 분류하였으며, 시스템 이용도는 업무의 표준화, 업
무의 신속성, 정확성, 업무의 비용절감의 4문항으로 측정
하였으며, 사용자 만족도는 이해가능성, 정확성, 신축성, 
신뢰성의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1].

3.3 가설의 설정
정보기술의 사용정도에 따라 내부보고의 적시성, 정확

성, 포괄성, 적합성이 개선되고 보고빈도도 증가한다. 환
경이 불안정할수록 회계정보시스템이 적시에 정보를 제
공함으로써 회계정보시스템의 공헌도 및 만족도가 증가
하며, 환경의 불안정성과 정보범위간의 상호작용은 회계
정보시스템의 공헌도와 만족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다[15,16]. 조직구조가 분권화될수록 회계정보시스
템은 정보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비재무적·외부 지
향적·사전적 예측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정보기술 수준
과 사용자 정보에 대한 만족도 수준에 대하여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18]. 따라서 부문별 회
계정보시스템 수준에 따라 만족도와 이용도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1] 부문별 AIS 수준은 AIS 만족도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부문별 AIS 수준은 AIS 이용도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4. 분석 및 결과해석
4.1 신뢰성검증

Nolan의 정보화 6단계는 도입, 확장, 통제, 통합, 혁
신, 성숙의 단계로서 컴퓨터 응용분야, AIS부서의 조직, 
AIS 계획 및 통제, 사용자의 태도와 능력, 경영층의 인식, 
DB와 Network 활용 측면으로 분류되어 이용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도 Nolan의 성장단계이론을 기존의 연구에
서 분류하였던 컴퓨터 응용분야, AIS 부서의 조직, AIS 
계획 및 통제, 사용자의 태도와 능력, 경영층의 인식, DB
와 Network 활용을 이용하고자 한다. 이들 요인에 대한 
신뢰성 분석 결과를 보면 Cronbach's alpha 값이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나 적합한 변수들의 구성되었다. 
Table 6. 

variable Cronbach's α
  Computer application field 0.6582
  AIS organization of department 0.8438
  AIS planning and control 0.8484
  User Attitude and Capability 0.9213

Table 6. Results of reliability verification in step 6 of 
Nolan’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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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분석에 이용될 환경요인에 대한 신뢰성 분석을 하
였다. 이들 요인에 대한 신뢰성 분석 결과를 보면 
Cronbach's alpha 값이 모두 0.5 이상으로 나타나 적
합한 변수들의 구성되었다

variable Cronbach's α
  degree of competition 0.7956
  environmental uncertainty 0.8934
  centralization 0.8792
  formulation 0.7038

Table 7. Results of reliability verification of environmental 
factors

variable Cronbach's α
system satisfaction 0.7509
system utilization 0.8360

Table 8. Results of reliability verification of performance 
variables

4.2 회계정보시스템 수준 측정
4.2.1 부분별 수준 측정
Nolan의 정보화 6단계인 도입, 확장, 통제, 통합, 혁

신, 성숙의 단계를 컴퓨터 응용분야, AIS부서의 조직, 
AIS 계획 및 통제, 사용자의 태도와 능력, 경영층의 인식, 
DB와 Network 활용 측면으로 분류하여 회계정보시스
템의 수준을 측정하였다. 부문별로 측정한 결과를 보면 
AIS 계획과 통제부문이 3.36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사용자의 태도 및 능력 부문과 AIS 부서의 조
직 부문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9 
참조.

survey item Mean 
Square

Standard
Error

Average for Computer Applications 3.18 0.75
AIS Organizational sector averages of departments 3.19 0.76
AIS Planning and Control Sector Average 3.36 0.83
Average User Attitude and Capability Division 3.16 0.89
Average of Perceptions in the Management 3.22 0.89
Average of DB & utilization of network 3.21 0.90

Table 9. AIS Sector Levels

4.2.2 전체수준 측정
중소기업 회계정보시스템의 부문별로 측정된 결과를 

토대로 전체수준을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우리나라 중소
기업의 회계정보시스템 수준은 4단계인 통합단계인 것으
로 조사되었다. 4단계인 통합단계는 정보시스템부분이 횡
단적 업무의 시스템화, 워크스테이션, 비정형 업무 중심 등
을 이용한 사용자 컴퓨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Sections sectoral overall level
Mean Sta. Mean Error Sta.

Computer application field 3.18 4 

3.22 0.7940 4 
AIS organization of department 3.19 4  
AIS planning and control 3.36 4  
User Attitude and Capability 3.16 4  
Management awareness 3.22 4  
DB & utilization of network 3.21 4  

Table 10. Overall level of AIS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신 관리회계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4단계 통합단계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은 전사적자원관리
(ERP), 활동기준원가계산(ABC), 균형성과표(BSC) 등의 
신 회계개념을 도입하여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4.3 회계정보시스템의 환경요인 분석
4.3.1 요인분석 모델
본 연구에서는 부문별로 측정된 회계정보시스템의 부

문별 수준 6개와 전체 수준을 포함하여 총 7개 부문의 
측정값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독립변수로는 회계
정보시스템 관련 환경요인들을 설정하였다. 요인분석모
델에 사용되어진 변수들은 Table 11과 같다.

  Management awareness 0.9093
  DB & utilization of network 0.8689

dependent variable
 Computer application field, 
 AIS organization of department,
 AIS planning and control,
 User Attitude and Capability, 
 Management awareness, 
 DB & utilization of network,
 Overall level of AIS

independent variable
Business environment (competitiveness, uncertainty of environment)
Organizational structure (centralization, formulation)
Company size (employee number, sales, capital amount)
Computer-related variables (Number of fields of computer system 
utilization
Number of PCs held, rate of supply and demand, and budget for the 
computer sector)

Table 11. factor analysis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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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는 분석모델에 사용되어지는 세부변수들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일반 모델은 다음과 같다.  

LIj = αj+∑βijEFi+εj
여기서 LIj는 회계정보시스템수준 변수로 컴퓨터응용

분야 등의 정보화 수준 변수이고, EFi는 i번째 환경요인
변수로서 기업환경변수, 조직구조변수, 기업규모변수, 전
산관련 변수를 나타내고, εj는 회귀식의 잔차이다. 

본 모델의 기본가정은 전산화수준을 나타내는 7개의 
종속변수가 각 11개의 환경요인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그 영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4.3.2 모델분석 및 결과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종속변수 7개에 독립변수 11개가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는 것이다. 먼저 종속변수로 컴퓨터 응용 분야
의 수준을 사용한 모델 1을 통계 처리하였다. 통계 처리
한 결과는 Table 12, Table 13이다. 컴퓨터 응용 분야
의 모델을 분석한 결과, 분산분석표의 F값이 
8.208(p=0.000)로 첫 번째 모델의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이는 컴퓨터응용분야의 수준은 회계정보시스템 
환경변수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Table 13
에서 각 추정치에 대한 유의도를 확인한 결과, 각 모수에 
대한 t값이 p<0.05인 수준에서 유의적인 독립변수를 도
출하였다. 독립변수 중 경쟁정도(0.002), 환경의 불확실
성(0.000), 공식화(0.022), 자본금(0.012), 종업원수
(0.002), pc 보유수(0.008), 전산부문예산(0.015)이 독립 
변수로 채택되었다. 

Source DF Sum Mean F Value Pr > F
Model 11 31.774 2.889 8.208 0.000

Table 12. Computer Application Division Analysis Table

Variable Parameter
Estimate t Value Pr > |t|

Intercept
competitiveness
uncertainty of environment
centralization
formulation
capital amount
sales
employee number
Computer system utilization
PC holding number
PC distribution rate
Computerized sector budget

0.517 
0.088 
0.296 
0.110 
0.095 
0.062 
0.048 
0.062 
0.071 
0.110 
0.043 
0.080 

3.876 
3.198 
3.812 

-1.434 
2.313 

-2.543 
0.192 
3.175 

-2.695 
-0.433 
1.355 
2.47

0.000 
0.002 
0.000 
0.154 
0.022 
0.012 
0.848 
0.002 
0.008 
0.665 
0.178 
0.015 

Table 13. Model 1: level of computer application

이상의 방법에 의하여 각각의 종속변수에 대한 모델을 
분석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회계정보시스
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들을 분석하였다.

indepen coefficient of independent variable(p-value)
CAP AOD APC UAC MNA DUN OLA

CP
UE
CT
FU
CA
SA
EN
CU
HN
DR
CB

0.002 
0.000 
0.154 
0.022 
0.012 
0.848 
0.002 
0.008 
0.665 
0.178 
0.015 

0.004 
0.067  
0.775  
0.257  
0.099  
0.469  
0.124  
0.029  
0.699  
0.917  
0.000  

0.014 
0.050 
0.398 
0.090 
0.009 
0.025 
0.044 
0.053 
0.840 
0.721 
0.007 

0.005 
0.021 
0.601 
0.013 
0.000 
0.121 
0.000 
0.028 
0.384 
0.097 
0.306 

0.020 
0.035 
0.665 
0.002 
0.002 
0.033 
0.000 
0.014 
0.067 
0.095 
0.006 

0.009 
0.001 
0.767 
0.004 
0.053 
0.048 
0.084 
0.082 
0.586 
0.422 
0.046 

0.004 
0.001 
0.839 
0.006 
0.004 
0.075 
0.001 
0.021 
0.590 
0.259 
0.011 

R2 0.419 0.468 0.432 0.523 0.525 0.240 0.503 
F 8.208 10.001  8.635  12.468  12.544  1.749  11.487  

Sig. 0.000 0.000  0.000  0.000  0.000  0.128  0.000  
주) CP : 경쟁정도, UE : 환경의 불확실성, CT : 집권화, FU : 공식화, CA : 

자본금, SA : 매출액, EN : 종업원수, CU : 전산업무 활용수, HN : 
PC보유수, DR : PC보급률, CB : 전산부문예산, CAP : 컴퓨터 응용분야, 
AOD : AIS부서의 조직, APC : AIS계획 및 통제, UAC : 사용자의 태도와 
능력, MNA : 경영층의 인식, DUN : DB와 네트워크 활용, OLA : 전체 
AIS수준

Table 14. Analysis Results by Dependent Variables

종속 변수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Table 14에 나타나 
있다. 7개의 종속 변수에 경쟁정도, 환경의 불확실성, 자본
금과 전산 활용업무 분야의 수, 전산부문예산이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종속변수로 DB와 네트워
크의 활용 수준을 이용한 결과 DB와 네트워크의 활용 수준
(p=0.210)으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었다. 따라서 DB
와 네트워크의 활용 수준은 회계정보시스템 관련 환경 요
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전체 회계정보시스템
의 수준은 회계정보시스템 관련 환경요인 중에서 환경의 
불확실성과 전산 활용업무 분야의 수, 전산부문예산에 영
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7개의 부문별 회계정보시
스템의 수준에 관련된 모델을 분석한 결과 DB와 네트워크
의 활용 수준을 제외한 6개의 모델이 독립변수인 환경요인
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3.3 분석결과의 요약 
부문별로 측정된 회계정보시스템의 부문별 수준 6개

와 전체 수준을 포함한 총 7개 부문의 측정값을 종속변
수로 하여 종속변수에 회계정보시스템 관련 환경요인들
이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회계정보
시스템의 수준에 환경의 불확실성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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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환경의 불확실성 
정도는 정치, 경제, 기술적 환경의 변화와 고객의 취향과 
선호도의 변화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환경의 불확실성
이 회계정보시스템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영 
환경변화로 기업은 경쟁이 치열하고 외부환경에 대한 불
확실성이 높을수록, 단일 부서의 정보보다는 여러 부서의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하여 정확하게, 분석․평가하고자 
하며, 복합적인 정보들을 수시로 제공하게 되면 이용자의 
만족도와 회계정보시스템의 이용정도가 향상되어 회계정
보시스템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환경의 불확실성을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전산활용 업무
분야의 수와 전산부문 예산에 의하여 회계정보시스템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전산 활용 업무분야의 수란 각 중소기
업에서 회계정보시스템이 어느 분야까지 이용되고 있는
가를 파악하여 그 총 가지 수를 변수로 삼은 것이다. 이
러한 측정은 이미 기존연구들에 의하여 이용되었다. 

4.4 가설검증
4.4.1 가설 1의 검증
[가설 1]에서는 부문별로 측정된 회계정보시스템의 부

문별 수준 6개와 전체 수준을 포함하여 총 7개 부문의 
측정값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종속변수로는 시스
템 만족도를 설정하였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종속변수 2개에 독립변수 
7개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먼저 독립변수 7
개가(회계정보시스템 수준) 종속변수인 시스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계를 처리하였다. 통계 처리한 결
과는 Table 15이다. 

AIS 부서의 조직부문, 사용자의 태도와 능력부문, DB
와 네트워크 활용부문, 전체 회계정보시스템 수준이 시스
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컴
퓨터 응용부문, AIS 계획 및 통제 부문, 경영층의 인식부
문의 수준 정도는 시스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은 부분 채택되었다. 이
는 AIS 부서가 조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회계정
보시스템 계획 입안에 사용자 참여 수준을 높이고, 회계
정보시스템 부서 출신의 임원 승진기회부여를 향상시키
고, 부서 간 정보 교환수준이 증가하면 시스템 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Satisfaction
AIS level

System Satisfaction
β ｔ sig. Ｒ2 Pr > F

Computer application 
field 0.158 1.597 0.175

0.404 12.509
(0.000)

AIS organization of 
department 0.312 2.698 0.008***

AIS planning and 
control 3.998E-02 0.295 0.769
User Attitude and 
Capability 0.245 1.986 0.049**

Management 
awareness -0.173 -1.503 0.135
DB & utilization of 
network 0.371 3.194 0.002***

Overall level of AIS 2.530 5.258 0.000***

   *) p＜0.1,  **) p＜0.05,  ***) p＜0.01

Table 15. Verification of the impact of AIS level on 
system satisfaction

4.4.2 가설 2의 검증
[가설 2]에서는 부문별로 측정된 회계정보시스템의 부

문별 수준 6개와 전체 수준을 포함하여 총 7개 부문의 
측정값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종속변수로는 시스
템 이용도를 설정하였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종속변수 2개에 독립변수 
7개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먼저 독립변수 7
개가(회계정보시스템 수준) 종속변수인 시스템 이용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계를 처리하였다. 통계 처리한 결
과는 Table 16이다. 컴퓨터 응용부문, 전체 회계정보시
스템 수준이 시스템 이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AIS 부서의 조직부문, 사용자의 태도와 
능력부문, DB와 네트워크 활용부문, AIS 계획 및 통제 
부문, 경영층의 인식부문의 수준 정도는 시스템 이용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는 
부분 채택되었다. 이는 회계정보시스템에 대한 타사와의 
상대적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이 이용도를 향상키고, 
전사원의 업무시스템의 통합화 정도, 회계정보시스템 출
력정보의 활용수준을 높이면 시스템 이용도는 향상됨을 
의미한다.

      System usage
 AIS level

System Usage
β ｔ sig. Ｒ2 Pr > F

Computer application 
field 0.719 2.297 0.023**

0.423 13.535
(0.000)AIS organization of 

department 5.525E-02 0.507 0.613

Table 16. Verification of the impact of AIS level on 
system u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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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회계정보시스템의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
고, 둘째는 회계정보시스템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해 보는 것이며, 마지막으론 회계
정보시스템 수준이 시스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
석하는 것이었다. 연구방법은 Nolan의 성장단계모형을 
이용하여 AIS 수준을 측정하였으며, 상황요인, AIS 수준 
및 성과간의 영향요인 검증에서는 회귀분석모형을 이용
하여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
저 회계정보시스템의 수준 측정에 있어서는 4단계인 통
합단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신 관리회계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운
영하기 위해서는 4단계 통합단계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은 전사적자원관리(ERP), 활동기준원가계산
(ABC), 균형성과표(BSC) 등의 신 회계개념을 도입하여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회계정보시스템의 수준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에서는 회계정보시스템의 수준에 
환경의 불확실성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
났다. 환경의 불확실성이 회계정보시스템의 수준에 영향
을 미치는 것은 경영 환경변화로 기업은 경쟁이 치열하
고 외부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단일 부서의 
정보보다는 여러 부서의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하여 정
확하게, 분석․평가하고자 하며, 복합적인 정보들을 수시
로 제공하게 되면 이용자의 만족도와 회계정보시스템의 
이용정도가 향상되어 회계정보시스템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환경의 불확실성을 제외하
고 상대적으로 전산활용 업무분야의 수와 전산부문 예산
에 의하여 회계정보시스템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회계정보시스템 수준이 시스템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는 회계정보시스템 수준이 시스템 만족도와 이
용도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어 [가
설 1]과 [가설 2]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가설 1]의 

검증에서 AIS 부서의 조직부문, 사용자의 태도와 능력부
문, DB와 네트워크 활용부문, 전체 회계정보시스템 수준
이 시스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설 2]의 검증에서 컴퓨터 응용부문, 전체 회계정보시스템 
수준이 시스템 이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회계정보시스템의 관련 환경요인과 시스템 
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해 보았다는데 연구의 의
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성과가 있다하더라도 
연구의 결과를 해석할 때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고려
해야 할 것이다.

회계정보시스템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변수들이 존재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기업문화, 정보기술 구조, 경영전략 등과 같은 
환경변수들을 고려하지 못 하였다. 향후에는 상황요인 중 
고려하지 못 요인들(기업문화, 경영전략, 정보기술구조 
등)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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