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회계정보시스템 연구의 분석 및 개관:

1990년 이후의 국내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 기술이 경제환경에 크게 향을 미쳤던 1990년 이후의 한국의 회계정보시스템

에 관한 연구는 회계학의 타 학문과의 광범위한 교류와 정보기술의 발달 등에 의하여 이전의 연구동향과

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분석하고 개관해 보는 것이 좁게는 회계정보시스템 연구, 넓

게는 회계학과 경 학 연구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나침반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서,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01년까지의 한국의 회계정보시스템 연구의 논문을 학술지별∙방법론별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주제별로 분류하여 개관하 다.

회계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원천논문의 출처가 된 학술지는『회계학연구』, 『회계저널』, 『회계정보시스

템연구』, 『경 정보학연구』, 『경 과학』, 『한국경 과학회지』, 『경 학연구』등인데, 이들 학술지가 선

정된 이유는 이 분야에서 가장 정평이 있고 권위가 있기 때문이다. 회계정보시스템의 연구방법론은 실증

적 연구, 사례연구, 연역적 연구, 시스템 설계 및 개발 등으로 분류하여 주제별∙방법론별 분석과 학술지

별∙저술인원별 분석을 실시하 다. 그리고 연구 상으로서의 47편의 원천논문에서 인용한 788편의 인

용논문을 추출하여 학술지별 논문의 인용횟수와 저자별 논문 인용횟수를 계산하여 생산성을 분석하 다.

마지막으로 회계정보시스템의 주제를 관련학문, 외부환경, 정보기술, 조직환경, 회계정보시스템 통제

및 평가, 회계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 , 회계정보시스템 사용, 회계정보시스템 교육 및 연구, 회계정보시

스템 정책 및 안 등으로 분류하여 연구논문들을 개관하 다. 

I. 서 론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기업이 처해있는 경 환경은 매우 빠르게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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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지 않고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부단히 환경

적응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이 도태되는 경우는

그 규모의 소에 무관하게 주변에서 흔히 목격하게 되는 상황이다.  정보 공유가 매

우 중요시되는 지식정보화의 가속화로 과거에 신문, 방송, 통신, 출판, 컴퓨터 산업

등으로 분류되던 전통적인 패러다임은 이미 퇴색되어 각 역의 구분 자체가 모호해

지면서, 경쟁력을 먼저 확보한 분야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하고 있다.

학문의 역에서는 지식정보와 관련되는 응용학문의 분야에서 제학 융합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기업 실무의 정책적이고 이론적인 선도자로서의 역할

을 감당하여야 할 학계에서 이러한 변화의 방향을 주의깊게 관찰할 필요가 크다. 회

계학에서도 컴퓨터 및 정보기술과 연관되는 주제를 다루는 회계정보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그 주제의 범주와 사용되는 기술이 빠르게 확 되고 있다. 인

터넷 등의 정보통신 기술이 경제환경에 크게 향을 미쳤던 1990년 이후의 한국의 회

계정보시스템에 관한 연구는 회계학의 타 학문과의 광범위한 교류와 정보기술의 발

달 등에 의하여 이전의 연구동향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분

석하고 개관해 보는 것은 좁게는 회계정보시스템 연구, 넓게는 회계학과 경 학 연구

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나침반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이 점이 본 연구가 도달하

고자 하는 목적이다.

본 연구는 회계학 분야의 표적 국내학술지 2종과 경 정보학 분야의 표적 학

술지 3종, 경 학 분야의 표적 학술지 1종, 그리고 회계정보시스템 분야의 학술지

1종에 1990년부터 2001년 사이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회계정보시스템과 관련된 47

편의 논문을 원천논문으로 선정하여 분석을 시도하 다. 이를 위하여 우선 회계정보

시스템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 문헌들을 검토해 보고 연구 상 논문들이 적용된 연

구방법론을 알아본 다음, 주제별∙방법론별 및 학술지별∙저술인원별로 분류하여 연

구의 동향을 분석하 다. 그 다음에 47편의 원천논문에서 인용한 788편의 인용논문

을 상으로 국내외 학술지별 논문의 인용횟수와 국내외 저자별 논문 인용횟수를 계

산하여 생산성을 분석하 다. 마지막으로 원천논문을 주제별로 구분하여 요약함으로

써, 회계정보시스템의 연구 주제들을 개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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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선행연구

회계정보시스템 관련 논문을 선정하기 위하여, 우선 회계정보시스템의 학문적 정

의를 살펴보고, 이에 따라 학문적으로 연관되는 학술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Reneau와 Grabski(1987)에 의하면, 회계정보시스템의 연구는 회계담당자, 회계적 문

제, 회계정보 등과 관련된 정보시스템 환경,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용과정, 사용자와

이용과정, 정보시스템 그 자체, 이상의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1) 또한 MacCarthy(1987) 역시 회계정보시스템 분야는 회계학과 정보시스

템이라는 두 모체 역을 가지고 있다고 하 다. 그러므로 회계정보시스템의 연구 동

향을 분석하기 위한 원천자료는 위와 같은 성격상 회계 분야와 정보시스템 분야에서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계정보시스템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거나 개관한 국내

외 연구를 회계학 분야와 정보시스템 분야로부터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Culnan(1986: 1987)은 계량서지학 방법인 상호인용분석을 통하여 경 정보학 내의

연구분야를 도출하 고, Hamilton & Ives는 인용의 빈도수(1982a)와 연구변수의 종류

(1982b)를 이용하여 경 정보학 지식의 전파 속도와 연구분야를 조사하 다.

Farhoomand(1987)와 Alavi & Carlson(1992)은 연구주제와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논문

들을 분석하 다.2) 서은경∙한인구(1997)의 연구 역시 계량서지학적 분석으로서,

1990년 의 한국에서의 경 정보학 분야의 연구주체, 연구주제, 연구패턴 및 연구

역을 파악하고자 하 다. 권선국∙조성표(1997)는 1977년부터 1996년까지의 20년

동안『회계학연구』에 게재된 학술논문의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회계학 분야의 연

구의 흐름과 발전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내용분석, 저자분석, 인용분석의

방법을 이용하 다. 서은경∙한인구(1998)의 연구는 회계학 분야의 연구경향을 문헌

의 서지적 현상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전제 아래 1990년 한국 회계학 분야의 연

구주체, 연구주제 및 방법론을 분석하 고, 인용문헌 분석을 통하여 회계학자들이 자

주 인용하는 인용문헌의 형태, 저자, 학술지들을 파악하 다. 또한 저자동시인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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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여 1990년 의 회계학 분야의 지적구조를 규명하 다. 이를 위하여 1990년부터

1996년 동안『회계학연구』, 『회계저널』, 『경 학연구』에 실린 회계학 주제의 논문

214편을 분석하 다.

한인구(1992)는 1970년 와 1980년 를 거쳐 1990년 초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회계정보시스템 연구를 개관, 분류, 정리하고 한국의 회계정보시스템연구의 현황을

검토해 보았다. 이 연구는 연구의 빈도와 중요성에 따라 회계정보시스템의 설계 및

운 , 회계데이터베이스의 설계, 정보시스템 감사, 인공지능 및 전문가시스템의 회계

학적 응용 등 네가지로 분류하 으며, 각 분야별로 연구의 목표 및 중심과제 등을 살

펴보고 관련되는 연구를 검토하 다. 임학빈∙심정필(1994)의 연구에서는 다른 분야

와 구별되는 회계정보시스템의 고유성을 식별하고, 회계정보시스템 연구 패러다임의

구조틀을 제시하고자 하 다. 저자들은 1980년부터 1990년 사이에 출간된 회계정보

시스템 분야의 박사학위논문을 조사 분석하 는데, 우선 표본논문(원천논문)을 정보

시스템과 회계학 주제별로 분류하 고, 정보시스템과 회계학의 결합으로 회계정보시

스템 연구의 주요 논제와 상을 살펴 보았다. 마지막으로 배경학문, 연구추세와 방

향, 그리고 기타 연구의 질적 측면을 언급하 다. 백상용∙박경수(1995)의 연구에서

는 1974년 이후에 한국에서 출판된 89편의 논문을 주제별, 방법론별, 연구에 사용된

변수별로 조사하 다. 그 결과, 첫째, 한국의 경 정보학 연구는 DSS/ES, 정보시스

템 평가,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 둘째, 89편 논문

의 46%가 비실증적 연구 으며, 실증연구에서도 설문지 조사가 주로 사용된 점, 셋

째, 실증연구에서 가장 자주 이용된 변수는 독립변수로서 사용자 관련 변수가 종속변

수로는 조직 관련 변수가 선택되었음을 밝혔다. 권수 ∙정종욱(1999)의 연구에서는

회계학분야의 학술지가 출간된 이래 수행되어 온 학술논문들을 시 별∙학술지별∙

주제별∙방법론별로 분석하 다. 이를 통하여 회계연구가 학문적 차원에서 정 하게

수행되었는지 그리고 회계실무 차원에서 목적적합한 이슈들을 다루었는지 평가하

다. 연구 결과, 『회계학연구』의 창간으로 회계학이라는 고유분야의 연구가 학술적으

로 활성화되었으나, 목적적합한 측면이 다소 떨어진다고 평가하 다. 『회계저널』의

창간은 회계실무에 실질적으로 관련이 되는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회계연

구의 방법론을 다양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회계연구 주제의 폭도 넓힌 것으로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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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정보시스템에 관한 문헌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계량서지학적인

분석과 연구주제별로 개관하는 방식이 양 축을 이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방식을 절충하여 연구 상으로서의 원천논문을 주제별∙방법론별, 학술지별∙

저술인원별로 살펴보고, 원천논문에서 인용한 인용논문으로부터 학술지별 논문 인용

횟수와 저자별 논문 인용횟수를 계산하여 생산성을 분석한 다음, 연구주제와 연구방

법을 중심으로 하여 원천논문들을 개관해 보기로 한다.

III. 검토 논문의 분석

1. 학술지 및 연구 상 논문의 선정

기존의 회계학 관련 연구를 개관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회계학의 표적 학회인 한

국회계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회계학연구』와『회계저널』, 그리고『회계정보시

스템연구』에 실린 연구논문을 상으로 하 으며, 정보시스템 관련 연구를 개관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의 표적인 학술지로서 한국경 정보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경 정보학연구』와 한국경 과학회에서 발간하는『경 과학』과『한국경 과학회

지』, 그리고 한국경 학회에서 발간하는『경 학연구』를 그 상으로 하 다. 이렇게

선정된 학술지들은 그 편집 방침을 살펴봄으로써, 해당 학술지의 학문적 성격을 파악

해 볼 수가 있다.

첫째, 『회계학연구』는 논리적으로 엄격한 학술연구를 통해 회계이론과 지식을 발전

시키고, 회계교육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회계학연

구』에 게재되는 논문은 회계학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며, 특정한 연구주제 또는 연구

방법에 우선 순위를 두지는 않는다. 둘째, 『회계저널』의 기본목표는 회계실무에 한

공헌, 회계교육의 발전, 그리고 회계학 연구의 종합적인 전망과 같이 회계학의 실용

적인 면에 한 연구의 장을 넓히기 위한 것이다. 셋째, 『회계정보시스템연구』는 회

계정보시스템과 관련있는 연구에 하여 발표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회계정보시스템

연구를 활성화 하는데 기본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회계정보시스템연구』는 회계

정보시스템의 이론적 측면에 한 연구 뿐만 아니라 회계정보시스템의 실무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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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연구, 회계정보시스템의 개발자 및 사용자들의 행동적 측면에 관한 연구, 회

계정보시스템의 교육 등에 관한 연구를 수용하는 학술지이다. 넷째, 『경 정보학연

구』는 경 정보와 관련된 학문적 엄 성과 실천적 시사성을 겸비한 경 정보학 연구

의 표 학술지를 추구한다고 하 다. 다섯째, 『경 과학』지는 응용논문(현황, 연구

보고, 해설, 강좌 포함)을 게재하며, 『한국경 과학회지』는 경 과학에 관한 이론 및

응용에 관한 독창적 연구논문을 게재함을 편집방침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격을 지닌 학술지에서 발췌한 연구 상으로서의 원천논문의 구성을

학술지별∙연도별로 살펴본 분포가 <표 1>에 나타나 있다. 위에 열거한 학술지에

1990년부터 2001년 사이에 게재된 회계정보시스템 관련 연구논문 총 47편을 분석 및

개관의 상으로 하 다. 47편의 연구 상 원천논문은 회계학 분야의 학술지에서

73%, 경 정보학 분야에서 25%, 경 학 분야에서는 2%가 선택되었다. 최근 3년 사

이의 논문이 22편으로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점은 그만큼 회계학 분야에서 회

계정보시스템에 한 관심이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실용성을 중요시 하

는『회계저널』로부터 가장 많은 32%의 원천논문이 선정된 것은 회계정보시스템 연

구의 성격이 그만큼 시사적이고 실용적인 면이 강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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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학술지별 연구 상 원천논문의 비율

게재년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계 학문분

학술지명 논문 % 야별(%)

회계저널 1 2 2 3 7 15 32 73
회계학연구 2 2 2 2 1 1 1 1 1 13 28
회계정보시스템 6 6 13
연구

경 학연구 1 1 2 2

경 정보학연구 1 2 2 1 6 13 25
경 과학 1 1 2 4 8
한국경 과학회지 1 1 2 4

계 2 2 6 6 3 2 2 2 6 6 10 47 100 100



2. 회계정보시스템 연구방법론

앞에서 선정한 논문집에서 발췌하여 검토하고자 하는 회계정보시스템 관련 논문을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논문을 분류할 1차적인 기준으로서의 연구 방법론을 분류해

보기로 한다. Vogel과 Wetherbe(1984)의 분류법에서는 설문조사연구, 사례연구, 현

장실험, 실험실실험, 공학, 이론증명(theorem proof) 등을 제시하 다. 권선국∙조성

표(1997)는 회계학 분야의 연구방법론을 일반적 실증연구, 연역적 연구, 자본시장 연

구, 조사연구, 모형연구, 행위연구, 역사연구, 기타방법론으로 분류하 으며, 서은

경∙한인구(1998)에서는 실증적 연구, 실험적 연구, 분석적 연구, 사례연구, 정책연

구, 시스템개발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분류를 참조하여 실증적 연구, 사례연구, 연역적 연구, 시스템

설계 및 개발연구 등으로 분류하기로 하며, 각각의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실증적 연구는 귀납적 접근법으로 기업∙시장∙시스템에 관한 자료

를 수집∙분석하는 연구이다. 둘째, 사례연구는 한 기업 또는 소수의 기업을 상으

로 실제 조직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자세히 기록하여 기술적으로 조사하는 연구방법

론이다. 셋째, 연역적 연구는 논리적인 설명, 결론, 의견, 정책 안 등을 개진하는 연

구이다. 넷째는 시스템 설계 및 개발연구는 전통적인 회계학 연구방법은 아니지만,

경 정보학 연구의 한 방법론으로서 80년 이후 회계정보시스템 분야의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

3. 주제별∙방법론별 분석

회계정보시스템의 최근 연구를 개관하기에 앞서 연구 주제별로 분류를 하기 위해

서는 아직까지 회계정보시스템의 연구내용이 적으므로, 기존의 회계정보시스템의 분

류 체계 및 경 정보시스템 연구의 분류 내용을 동시에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이다.

Cushing(1990)은 정보시스템 연구의 독자적인 역을 찾으려는 의도에서 정보시스

템 연구를 조직내의 정보시스템 개발 및 이용과정에서 정보시스템 개발자와 정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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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 다. Barki, Rivard &

Talbot(1988, 1993)은 경 정보학 연구에 한 주제어 분류체계를 발표하 다. 이들

의 주제어 분류체계는 첫째, 경 정보학 연구의 역을 세부적으로 정의하고, 둘째,

통일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연구자나 실무자들의 문헌 검색이나 의사소통을 원활하

게 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고, 셋째, 경 정보시스템 연구의 발전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연구자들은 미국 경 정보학 논문들을 분류하여

주제어들을 도출하 는데, 그 주제 9개 분야를 관련학문, 외부환경, 정보기술, 조

직환경, 정보시스템 관리,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 , 정보시스템 사용,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 교육 및 연구 등으로 분류하 다.

한인구(1992)의 연구에서는 회계정보시스템연구를 연구의 빈도와 중요성에 따라

회계정보시스템의 설계 및 운 , 회계데이터베이스의 설계, 정보시스템감사, 인공지

능(AI) 및 전문가시스템(ES)의 회계학적 응용 등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임학빈∙

심정필(1994)은 회계정보시스템의 모체 역으로 회계학과 정보시스템으로 분류한

후, 하위분야로서 정보시스템 감사, 정보시스템 관리, 의사결정지원시스템(DSS),

ES(AI),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개발, 정보(시스템) 기술, PC이용, 기타 등으로 분류

하 다.

본 연구에서는 Barki, Rivard & Talbot(1993)의 분류체계를 주로 하면서, 최근의 회

계정보시스템의 연구동향을 감안하여 관련학문, 외부환경, 정보기술, 조직환경, 회계

정보시스템 평가 및 통제, 회계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 , 회계정보시스템 사용, 회계

정보시스템 교육 및 연구, 회계정보시스템 정책 및 안 등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이

러한 분류체계에 의하여 주제별∙방법론별 연구논문을 분석한 결과가 <표 2>에 나와

있다.

주제별 분류에서 회계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 에 관한 연구가 19%로 가장 많은

것은 순수 회계학과는 달리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연구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 밖에

회계정보시스템 평가 및 통제, 교육 및 연구, 정책 및 안 등에 관한 주제가 각각

17%, 15%, 1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시 에 들어서

면서 크게 변화된 경 환경에 응하여 변화를 요구하는 새로운 이슈들에 한 처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방법론 면에서는 실증적 연구가 64%로서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시스템 설계 및 개발 방식을 통한 연구가 적은 것은 연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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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수가 공학도가 아닌 회계학자들이라는 점에서, 회계학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

는 실증적 연구의 방법론이 회계정보시스템에서도 자주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러나 앞으로는 정보기술을 주된 도구로 하는 회계정보시스템 연구에서 보다 균형 있

는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 시스템 설계 및 개발을 통한 연구도 보다 활발해져야 할 필

요성이 있다.

4. 학술지별∙저술인원별 분석

학술지별∙저술인원별로 살펴본 원천논문의 분포가 <표 3>에 나타나 있다. 학술지

에 수록된 회계정보시스템과 관련된 논문 47편 중에서 저자가 1명인 단일 저자 논문

수(38%)보다도 2명 이상의 공저자 논문(62%)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

문이 점점 복잡다기해짐에 따라 공저의 비율이 높아져 가고 있는 현 경 학의 추세

를 반 하고 있는 것이다. 회계학 분야는 공저자 비율이 59%이고 경 정보학 분야는

76%인데, 경 정보학 분야의 학술지에 게재된 공저 비율이 상 적으로 더 높은 이유

는 경 정보학 분야의 제학 협력적인 성격이 더 강한 분위기가 반 된 것으로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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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제별∙방법론별 연구 상 원천논문

실증적
사례연구

연역적 시스템 설계
계

비율

연구 연구 및 개발 (%)

관련 학문 3 1 4 8
외부 환경 1 1 2
정보 기술 4 1 5 11
조직 환경 1 1 2
회계정보시스템 평가 및 통제 7 1 8 17
회계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 4 2 3 9 19
회계정보시스템 사용 5 1 6 13
회계정보시스템 교육 및 연구 5 2 7 15
회계정보시스템 정책 및 안 1 2 3 6 13

계 30 6 7 4 47
비율(%) 64 13 15 8 100



5. 인용 분석

본 연구에서 조사 상이 된 총 47개의 원천논문에서 인용된 인용논문의 수는 788

편( 문 704편, 한국어 84편)이었으며, 한 편의 논문이 평균 16.7편의 논문을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원천논문에서 인용한 인용논문을 분석한 것이 인용분석

이며, 인용분석은 회계정보시스템 연구에 향을 미친 객관적 측정치라는 점에 그 의

의가 있다. 

논문 중에서 원천논문과 동일한 저자의 인용논문은 제외하 으며, 인용논문이 복

수 저자일 경우에도 원천논문의 저자가 포함된 경우는 제외하 다. 각 학술지별로 편

집장의 의견도 인용논문에서 제외하 다. 또한 원천논문에 인용된 각종 문헌(학술논

문, 저서, 발표논문, 연구보고서, 기타)중에서 순수한 학술논문만을 분석의 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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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학술지별∙저술인원별 연구 상 원천논문

저술인원별
단독저술 2인공저 3인공저 4인공저

계

학술지별 논문수 %

회계저널 5 8 2 15 32
회계학연구 6 7 13 28
회계정보시스템연구 3 3 6 13

회계분야 계
논문수 14 15 5 34

%(백분률) 30(41) 32(44) 11(15) 73(100)

경 정보학연구 1 2 2 1 6 13
경 과학 2 2 4 8
한국경 과학회지 2 2 4

경 정보 논문수 3 2 6 1 12
분야 계 %(백분률) 6(24) 4(16) 13(52) 2(8) 25(100)

경 학연구 1 1 2

합계 논문수 18 17 11 1 47

합계 % 38 36 24 2
100

단독∙공저별(%) 38 62



하 다.

회계정보시스템 분야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학술지는『The Accounting Research』

와『MIS Quarterly』로서, 이들은 원천 논문에 의해 각각 67회씩 인용되었다. 다음으

로는『Accounting, Organization, and Society』(43회), 『Information & Management』(39

회), 『Management Science』(32회),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30회)의 순으로

회계학 분야와 경 정보학 분야의 학술지가 골고루 상위의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위

에 나타난 학술지들이 회계학과 경 정보학, 그리고 경 학 분야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에서 보듯이, 회계정보시스템은 그 성격상 회계학과 경 정보학 양쪽에 뿌리

를 두고 있는 학제적 성격을 보이고 있다.

학술지의 순위를 결정할 때에 1인 이내의 저자로부터 인용된 논문에만 나타나는

학술지는 배제하 는데, 그 이유는 특정인에게서 지나치게 편중되어 인용되는 경우

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국내의 학술지는『경 학연구』가 인용논문 22편으로 가장 많

은데, 이는 원천논문은 불과 1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술지가 경 학 연구에 미

치는 커다란 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회계저널』과『회계학연구』는 각각 21편, 15

편으로 10위와 15위를 차지하고 있다. 원천논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인용논문에서도

경 정보학 분야의 학술지에 게재되는 회계정보시스템 관련 논문들이 적은 것을 볼

때에, 앞으로 이 분야 학술지로의 적극적인 진출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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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학술지별 논문 인용횟수

순위 학술지명
인용

순위 학술지명
인용

횟수 횟수

1 The Accouting Reaserch 67 1 MIS Quarterly 67
3 Accunting, Organization,and Society 43 4 Information & Mangement 39
5 Mnagement Science 32 6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0
7 Journal of MIS 27 8 경 학연구 22
8 Journal of Systems Management 22 10 회계저널 21
11 Decision Sciences 20 11 Sloan Management Review 20
13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7 14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15
15 회계학연구 14 15 Communicatios of the ACM 14
15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14 18 Havard Business Review 13
19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11 20 Journal of Accountancy 11



회계정보시스템 분야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핵심저자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저자

별 인용논문의 횟수와 조정 후의 인용횟수를 조사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1990년

이후의 국내 논문 47편에서 인용한 논문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저자는 Raymond

로서 9.5편이 인용되었다. 2위는 Lucas(8편), 3위는 Gordon(7.81편) 등이다. 인용횟

수(조정 후)가 같은 경우에는 인용횟수(조정 전)이 많은 저자에게 우선순위를 주었

다. 한국인 저자도 Kim, K(6편), 한인구(5.66편), 최종민(5편) 등 3인이 포함되어

있다. 인용횟수(조정 전)는 단독저술과 공동저술을 구분하지 않은 단순 합계치이며,

인용횟수(조정 후)는 각각 비율을 달리 하여 단독저술은 인용횟수 1회당 1, 2인 공저

는 인용횟수 1회당 0.5, 3인 공저인 경우는 0.33, 4인 공저인 경우에는 0.25, 5인 공

저는 0.2, 6인 공저는 0.16를 적용하여 합계를 하 다.

IV. 회계정보시스템 연구의 주제별 개관

1. 관련학문

관련학문이란 행동과학, 의사결정이론, 시스템이론, 인공지능 등 회계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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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저자별 논문 인용횟수

순위 저자명
인용횟수

순위 저자명
인용횟수

조정 후 조정 전 조정 후 조정 전

1 Raymond, L. 9.50 10 2 Lucas, H. C. Jr. 8.00 8
3 Gordon, M. J. 7.81 18 4 Rovey, D. 7.25 13
5 Weber, R. 6.83 8 6 Nolan, R. L. 6.50 8
7 Kim, K. 6.00 6 8 한인구 5.66 7
9 Cushing, B. E. 5.49 7 10 Sanders, G. L. 5.25 10
11 Morris, D. 5.00 11 12 Chenhall, R. H. 5.00 10
13 최종민 5.00 7 14 Ginzberg, M. J. 5.00 5
14 Hirschheim, R. A. 5.00 5 14 Morris, D. 5.00 5
17 Benbasat, I. 4.83 10 18 Ashton, R. H. 4.83 7
19 Zmud, R. W. 4.66 6 20 Dickson, G. W. 4.49 10



과 관련되는 학문 등의 주제를 말하며, 특히 이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이 자주 활용된

다.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사고, 판단, 추론, 학습, 환경적응 등 인간의 지적 활동과

유사한 기능을 컴퓨터로 실현시키는 방법에 관한 학문이라 할 수 있다. 인공지능 기

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기법으로 해결

하기 어려웠던 회계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회계정보시스템연구자들의 과제이다.

인공지능 관련 연구로는 안태식 등, 이건창 등, 이훈 등, 김 태 등의 연구가 있

다. 안태식∙이재근(1995)의 연구는 인공신경망 개념을 도입하여 원가동인과 원가와

의 관계를 정확히 예측하고자 한 것이다. 이건창∙한인구∙김명종(1996)의 연구는

효과적인 기업 신용평가를 위하여 인공지능방법인 인공신경망과 통계적 방법인

MDA분석을 결합하여 우리나라 3 신용평가기관에서 수집한 1,043개 기업의 신용

평가자료를 이용한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 다. 이훈 ∙박기남∙정혜 (1999)의 연

구에서는 회계정보시스템 연구에서 상 적으로 연구빈도가 낮았던 이익예측 분야를

개척하고 로짓분석 모형과 인공신경망 모형으로 실증분석을 하여 후자가 전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임을 나타내었다. 김 태∙김명환(2001)은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벤처기업의 회사채에 한 신용등급 평가모형을 재무정보를 토 로 하여 구축하고

모형의 예측력을 검증하 다.

2. 외부환경

외부환경이란 경제환경, 법률환경, 정치환경, 사회환경 등을 의미한다. 남천현

(1999)의 연구에서는 ERP라는 경제환경에서 회계정보시스템의 특징과 모습이 기업

간 통합회계시스템과 기능간 통합회계시스템에서 변화했음을 밝혔으며, 국내외 ERP

관련 동향을 조망하 다.

3. 정보기술

이 주제는 컴퓨터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와 관련되는 정보기술을 주제로 하는 분야

또는 정보기술과 관련되는 회계의 문제를 포괄하는데, 특히 정보기술과 관련한 회계

문제와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관련 기업의 가치평가 등의 문제에 한 연구가 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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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분야의 연구는 김길조 등, 손성호, 김창수, 김정욱 등, 이명호 등의 연구가 있

다.

김길조∙박승원(1990)의 연구는 소프트웨어 개발원가의 특징과 개발주기별 비용에

한 분석 및 소프트웨어 개발원가 산정모델들을 살펴보고, 현행 소프트웨어 개발촉

진법상 개발비 산정기준 등 관련 규정들을 검토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원가의 효율적

인 관리를 통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 다. 손성호(1993)의 연구

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원가의 회계방법을 어떠한 요인에 의해 경 자가 선택하

는가를 규명하기 위하여 실증분석을 하 다. 김창수(1997)는 기업의 정보기술 지출

이 그 기업의 경쟁력 강화나 생산성 향상 등과 같은 경 상의 노하우를 창출하여 기

업가치를 유의하게 증가시키고 있는 지를 실증적으로 연구하 다. 김정욱(2000)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회계정보(장부가치, 당기순이익 등)에 바탕을 둔 기업가치 평가

외에 인터넷 기업의 특성을 잘 반 할 수 있는 다른 평가요인, 즉 웹트래픽(순 방문

자, 페이지뷰, 도달률)과 수요공급(유통주식비율, 기관보유비율) 등을 파악하여 이들

의 설명력을 검증하 다. 이명호∙이우형∙손성혁(2001)의 연구는 벤처기업을 평가

할 수 있는 평가모형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항목을 개발하여 적용하고자 하

다. 이를 위하여 Kaplan & Norton의 BSC(Balanced ScoreCard) 접근법을 사용하여

7개의 벤처기업들에 FGI(Focused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여 설계한 설문의 타당성

을 입증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성과측정 통합 모형을 구축하 다.

4. 조직환경

조직의 특성 및 기능, 역동성, 과업의 특성 등과 관련된 주제이다. 김원수(1999)의

연구에서는 회계 정보의 표현양식(테이블과 그래프)과 과업특성에 정보사용자의 심

리학적인 변수인 인지양식을 추가하여 고려해 봄으로써 이들 3가지 변수가 기업실패

예측 정확성에 미치는 향에 하여 분석하 다. 연구방법은 실험실 실험을 수행하

는데, 과업의 복잡성 수준이 낮은 그래프 양식의 회계정보를 ST(감각적이고 사교

적)형의 인지양식을 가진 회계정보 사용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기업실패 예측 정확성

에 미치는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계정보시스템을 설계함에 있어서 이러

한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성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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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계정보시스템 평가 및 통제

초기에 회계 DB로부터 발전되어 오던 회계정보시스템은 인터넷 시 를 맞이하여

웹 기반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인터넷 사용비용에 따른 효과검증을 통한 인터넷

가치의 평가를 필두로 하여 기업의 웹사이트 가치를 측정할 평가모형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정보시스템 감사 역시 네트워크 환경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볼 수 있

다. 회계정보시스템 평가에 관한 연구로는 박용진 등, 홍일유 등, 전성빈 등의 연구가

있으며, 회계정보시스템 통제에 관한 연구로는 경응수 등, 김궁헌, 이장형, 노규성 등

의 연구가 있다.

박용진∙한주윤∙정봉주(2000)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의 현황에 해 분석하

고 인터넷 쇼핑몰을 기술적인 면과 경 적인 면을 포함한 비즈니스 전체 측면에서 분

석 및 평가할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의 비즈니스 평가모형을 제시하 다. 홍일유∙정

부현(2000)의 연구는 웹사이트 구축시 고려해야 할 방법론과 성공요인(critical success

factor)을 종합∙도출하여 평가기준을 발견하고, 국내∙외의 웹사이트 평가모형과 전

산화 효과 측정모델을 응용하여 새로운 웹사이트 평가모델을 구축하 다. 전성빈∙

김 일(2001)의 연구는 실무에서 도산예측모형을 사용할 때 시간과 자료 등의 제약

조건으로 인해 이미 개발된 모형을 사용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우리나라의 주요 도산

예측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판별분석모형, 로짓모형 및 인공신경망모형을 선정하여

다양한 형태로 예측력을 비교∙평가하 다.

경응수∙김길조(1992)는 은행 EDP 시스템의 평가모형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개발

하 다. 이를 위하여 국내 EDP 감사 전문가들을 상으로 한 면담조사를 통해 연구

모형을 작성한 다음, 우편설문법에 의한 실증연구를 통하여 EDP 감사인들의 모형 구

성요소들에 한 중요도 판단 결과를 토 로 형성된 동의(consensus)를 바탕으로‘목

표-기본고려사항-노출상황/위험-통제요소‘등 4개의 수준을 갖는 평가모형을 검증하

다. 김궁헌(1993)은 국내의 30개 제조업체를 상으로 전산관리자들 및 회계정보

시스템 사용자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한 연구를 수행하 다. 그 결과 EDP 내부통제시

스템의 구조 변수들 중 일반통제의 크기, 일반통제의 형태, 응용통제의 형태 및 EDP

감사 정도가 조직규모와 정보시스템의 정교화라는 상황요인들에 의하여 향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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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규명하 다. 그리고 조직 상황변수들과 일반 통제의 형태 사이에 적합성이

클수록 회계정보시스템의 성과가 커진다는 것을 밝혔다. 이장형(1994, 1995)의 연구

는 내부통제가 회계정보시스템의 유용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위해 60개 금융

기관을 연구 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 다. 분석 결과, 저자는

EDP 내부통제(일반통제와 응용통제)가 클수록 회계정보시스템의 유용성이 커진다

는 것을 밝혔다. 노규성∙고완석(1996)의 연구는 시스템 감사환경에서 LAN 통제의

적절한 평가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스템 감사 업무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하 다. 이

를 위하여 먼저 시스템 감사 목적을 고려한 평가모형을 설계하고, 이 모형이 감사 목

적 배제 모형에 비해 우수하다는 가설을 세워 검증하 다.

6. 회계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

경 정보시스템의 핵심을 이루는 통합화된 회계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 에 관한

주제이다. 기업이 일정기간 동안 얼마를 어떻게 벌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경

정보라 할 수 있고, 이를 적시에 제공해 주는 것이 회계정보시스템이다. 이러한 회

계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 에는 개발전략, 수명주기 활동, 개발방법 및 도구, 개선,

운 등이 포함된다. 회계정보시스템 개발 전략에 관한 연구로는 권혁 , 한인구 등,

전 승, 정준수 등의 연구가 있고, 회계정보시스템 수명주기 활동에 관한 연구로는

권광현 등의 연구가 있으며, 회계정보시스템 개발방법 및 도구에 관한 연구로는 이능

희, 이종석, 한인구 등, 한경석의 연구가 있다. 

권혁 (1993)는 경 자의 의사결정 목적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회계정보시

스템을 구축하 다. 이를 위하여 의사결정시스템과 전문가시스템을 적절한 형태로

결합한 전문의사결정지원시스템(EDSS)을 설계하고, EDSS 개발전략과 신용결정을

위한 재무분석 모델의 결합 가능성을 검토하여 FAS라는 이름의 시스템을 개발하

다. 한인구∙전 승(1994)의 연구에서는 상황변수들과 회계정보시스템 개발 방식간

의 관계를 규명하고, 부차적으로 상황변수들과 회계정보시스템의 산출정보특성간의

관계를 재검토 하 다. 전 승(1994)의 연구는 회계정보시스템의 상황요인과 개발방

식 및 정보특성 간의 적합관계가 성과에 미치는 향을 검정하여 우리나라 기업 실정

에 맞는 회계업무전산화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정준수∙송신근∙천면중(2001)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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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 기업의 회계정보시스템을 상으로 각 하위 회계정보시스템의 아웃소싱 결정

에 향을 미치는 요인과 성공적인 실행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 분석하 다.

권광현∙송신근(2001)의 연구에서는 1990년 이후에 정보시스템 분야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아웃소싱(outsourcing)에 관한 연구를 회계정보시스템 분야로 확 하

여, 각 하위 회계정보시스템의 수명주기단계별(개발, 운 , 유지 및 보수단계) 아웃

소싱 정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 다.

이능희(1993)의 연구는 경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기업의 사례연구이며, 이종석

(1994)의 연구에서는 회계순환과정을 데이터베이스화 한 프로그램의 설계, 처리과정

과 결과를 고찰한 다음, 거래 발생시 분개와 필요한 자료만 입력하면 각 계정의 잔액,

고객별 거래처원장과 차 조표 및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을 자동으로 계상하여

표시해 주는 시스템을 개발하 다. 한인구∙조홍규∙류시원∙박 면(1995)의 연구는

경 자 지원을 위한 회계정보시스템을 그래픽 프리젠테이션과 drill-down 방식과 같

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개발한 것이다. 한경석(2001)의 연구에서는 공식적 연산

회계모형(FAAM: Formal Algorithmic Accounting Model)을 실증분석을 통해 다른 모

형들과 비교한 것이다.

7. 회계정보시스템 사용

회계정보시스템의 조직내에서의 활용 및 최종사용자 컴퓨팅과 관련되는 주제를 의

미한다. 전자에 관한 연구로는 최종민, 한인구 등, 이동찬 등의 연구가 있으며, 후자

에 관한 연구로는 최종민, 전기출 등의 연구가 있다.

최종민(1993)의 연구는 사무생산성 증 라는 구체적 목표달성을 위하여 회계정보

시스템이 어떻게 운용되고 활용되어야 하는지의 방안을 제시한다. 한인구∙전 승∙

김은홍(1993)의 연구는 회계정보시스템을 도입 활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회계

정보시스템의 실태를 설문조사와 면담을 통하여 분석하여 회계업무의 전산화 현황

및 문제점 등의 실상을 밝히고, 이를 기초로 하여 회계정보시스템의 이용증진과 효율

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 다. 한인구∙장희정(1994)의 연구

는 재무부, 감사원 및 총무처의 부처간 협력방식에 의하여 1991년부터 추진중인 정부

회계전산화를 상으로 하여 정부회계정보시스템의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 및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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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이동찬∙유성재∙김중식(1999)에서는 우리나라 상장법인 제

조업에서 활동기준원가관리(ABCM)시스템과 전통적 원가관리시스템이 제공하는 정

보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지 조사분석을 행하 다.

최종민(1997)은 업무특성과 회계정보시스템의 사용자 특성 및 정보특성과 같은 상

황변수들 사이의 상황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개인의 사무생산성을 증가시키는

향변수들의 효과를 입증하고자 하 다. 전기출(1999)의 연구에서는 최종사용자 컴

퓨팅의 성공요인이 회계정보시스템의 성과에 미치는 향에 하여 연구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회수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최종 사용자 컴퓨팅의 성공요인

들은 특히 정보의 질에 많은 향을 미치며, 정보의 질은 의사결정의 질에 향을 미

침을 밝혔다.

8. 회계정보시스템 교육 및 연구

인터넷과 전자상거래가 21세기 세계경제를 이끌어갈 새로운 경제활동의 패러다임

으로 등장함에 따라, 이 두 역이 회계전문가들의 새로운 활동 역으로 부상하면서

새로운 도전과 기회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이와 관련된 회계학 및 회계정보시스템의

연구와 교육의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다. 회계정보시스템의 교육에 관한 연구는 이찬

민, 김원수 등, 임창우 등, 이경락 등, 김창수 등의 연구가 있으며, 회계정보시스템의

연구에 관한 논문은 임학빈 등, 한인구의 연구가 있다.

이찬민∙한진수(1990)의 연구는 우리나라 회계실무에서의 컴퓨터 이용현황과 학

회계학 교육에서의 컴퓨터 교육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 다. 김원수∙최 규∙심태섭(1999)의 연구에서는 전문

학 세무회계과의 학과장과 일반 교수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회계정보시스템

교육에 한 교육이 일방적으로 기술적 측면에 치우치고 있음을 밝혔으며, 이의 개선

을 위하여 재무회계, 관리회계 및 세무회계 정보를 기업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유기적

으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강의하거나, 실제 실무에서 사용하는 회계용 프로그램을 적

극 활용하여 기업 내에서 회계정보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활용되는가를 학생들에게

보여야 한다고 했다. 임창우∙최정호(2001)는 우리나라 회계분야의 전자상거래 교육

현황을 이해하고 회계학에서 가르쳐야 할 교육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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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바람직한 전자상거래의 교육순서와 난이도

와 교육심도를 파악하 으며, 그 결과에 근거하여 전자상거래 회계의 교육과정안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교육방향과 교육방식을 제시하 다. 이경락∙이경근(2001)의 연

구에서는 국내 4년제 학의 e-Accounting 교육실태를 분석하여 현행 회계학 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한 개선방향을 제시하 다. 김창수∙남천현∙조현연

(2001)은 교육자 및 회계실무자들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 국내외 학의 회계학 교

과과정 및 강의계획서, 회계실무자 및 교육자를 상으로 한 인터뷰 자료를 기초로

하여 현행 회계학 교육의 실상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하 다.

한인구(1992)와 임학빈∙심정필(1994)의 문헌연구는 이미 제2장 선행연구에서 언

급하 으므로 생략한다.

9. 회계정보시스템 정책 및 안

전자상거래는 최근 인터넷의 빠른 보급의 향으로 많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분야이다. 회계학에서도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로 인한 과세상의 문제점, 회계적 인식

및 회계처리상의 이슈가 계속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회계실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론적인 연구가 선행되고 필요한 정책이나 회계기준의 정비등이 뒤를 이어야

함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정책 및 안에 관한 연구를

개관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회계정보시스템의 정책에 관한 연구는 김혁 등의 연

구가, 회계정보시스템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는 조성표, 오준환의 연구가 있으며,

회계정보시스템의 회계처리 방안에 관한 연구로는 김종호 등, 김창수 등, 최정호 등

의 연구가 있다.

김혁∙이수로(1998)는 전자상거래에 따른 과세상의 문제점으로 첫째, 세원 관리상

의 문제로서 어렵고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취득하기 어렵다는 점, 둘째, 부가

가치세 문제로서 용역에 한 공급의 장소 규칙 문제 및 재화와 서비스의 구분 문제,

셋째, 소득세 과세상의 문제로서 거주지 및 원천지의 결정, 고정사업장 과세 등을 제

기하고,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보고서 및 연구논문을 검토하여 응방안을 모색하

고 있다.

조성표(2000)의 연구에서는 무형자산의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최근 연구들을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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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측면에서 고찰하고 무형자산에 한 회계처리 및 공시방법을 강구하고자 하

다. 오준환(2000)의 연구는 정보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보고 패러다임(reporting

paradigm)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사이버 재무공시체계의 현황을 분석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 다.

김종호(1998)의 연구에서는 Hulten & Wykoff3)의 방법론을 바탕으로 개인용 컴퓨

터의 경제적 감가상각을 추정하 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세법에 의한 감가상각이 경

제적 감가상각과 큰 격차가 있다면 회계처리의 왜곡을 초래하여 재무회계자료를 기

초로 하는 공공요금 및 보수 산정의 부적정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 다.

이에 한 해결방안으로서 개인용 컴퓨터에 하여 4년을 내용년수로 하고 정액법

보다는 정률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실증적으로 입증하 다. 김창수(2000)의

연구는 디지털 음반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의 현행 회계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 다. 최정호∙임창우(2001)에서는 전자상거

래와 관련된 수익과 비용의 인식에 하여 가능한 여러 방법들을 제시함과 동시에 타

당한 방법을 모색하 다. 그 외에 웹사이트의 개발비용의 회계처리, 디지털 상품의

분류 및 비재무적 정보의 주석사항의 공시 등 여러 가지 문제 등에 한 연구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01년 사이의 한국 회계정보시스템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

고, 회계정보시스템의 방법론을 분류하고 관련 학술지를 선정하여 그 안에 수록되어

있는 논문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개관한 것이다. 회계정보시스템의 연구방법론은 실

증적 연구, 사례연구, 연역적 연구, 시스템 설계 및 개발 등으로 분류하여, 주제별∙

방법론별 분석과 학술지별∙저술인원별 분석을 실시하 다. 회계정보시스템의 주제

는 관련학문, 외부환경, 정보기술, 조직환경, 회계정보시스템 평가 및 통제, 회계정보

시스템의 개발 및 운 , 회계정보시스템 사용, 회계정보시스템 교육 및 연구, 회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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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스템 정책 및 안 등으로 분류하 다. 

원천논문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47편의 연구 상 원천논문중 회계학

분야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73%, 경 정보학 분야에 게재된 논문이 25%인 점으

로 보아 아직 경 정보학 분야에서는 회계학 분야에 비하여 회계정보시스템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편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원천논문의 주제별∙방법론별 분석의 결과,

주제별 분류에서는 회계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 에 관한 연구가 19%로 가장 많았

는데, 이는 회계정보시스템이 순수 회계학과는 달리 시스템과 관련된 연구이기 때문

이다. 그런데 방법론 면에서는 시스템 설계 및 개발 방법이 8%인데 비하여, 실증적

연구방법이 64%로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연구자들의

다수가 공학도가 아닌 회계학자들이라는 점에서, 회계학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실

증적 방법론이 자주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는 회계정보시스템 자체가 정보기

술을 중요한 도구로 활용하는 학문이라는 점에서 시스템 설계 및 개발을 통한 연구도

보다 활발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셋째, 원천논문의 학술지별∙저술인원별 분석에 있

어서 단독저술(38%)보다는 2인 이상의 공저(62%)의 비율이 높았으며, 회계학 분야

(59%)보다는 경 정보학 분야(76%)의 학술지에 실린 원천논문의 공저율이 높았는

데, 이는 점점 복잡다기해져 가고 있는 경 학의 추세와 경 정보학 분야의 상 적으

로 강한 제학협력적인 성격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분석의 마지막 단계로 47편의 원천논문에서 인용한 788편의 인용논문을 추출하여

학술지별 논문의 인용횟수와 저자별 논문 인용횟수를 통한 생산성을 분석하 다. 분

석의 결과, 회계정보시스템 분야에서 가장 생산적인 학술지는『The Accounting

Research』와『MIS Quarterly』 으며, L. Raymond, H. C. Lucas Jr., M. J. Gordon 등이

가장 생산적인 저자로 주목되었다.

지금까지의 연구로부터 기 할 수 있는 것은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급

변하는 회계 및 경 환경에 부응할만한 연구 역을 포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회계정

보시스템 연구의 현 주소를 파악해 보고, 새로운 연구의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첫째, 논문의 분석 상을

국내 10개 이내의 학술지로 국한하 으므로 분석 상에서 누락된 학술지로부터의

중요한 정보가 배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둘째, 회계정보시스템과 관련한

논문의 선정과 주제 및 연구방법론의 분류에 어느 정도 저자의 주관성이 개입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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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배제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셋째, 개관의 상을 국내논문 위주로 한정하 는

데, 이는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이긴 했지만, 앞으로 이 분야의 학문적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국내∙외를 포괄하는 연구들이 당연히 필요하다는 점이다.  

회계정보시스템 연구는 아직까지는 회계학과 경 정보학 연구에서 미미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따름이지만, 관련된 인접학문을 활용하는 다양한 주제와 방법론에 의

한 연구들의 필요성은 급속한 정보기술의 발전 및 확장 속도에 상응하여 날로 증 되

고 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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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and Survey of Korean Research on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Focusing on the research published in

Korean journals since 1990

Cheong-Ho Park*

ABSTRACT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recent trend of Korean research on AIS(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from 1990 to 2001, and to classify the methodologies and subjects

adopted in the journals of AIS. It also aims to summarize the papers in the field of AIS.

The research methodologies of AIS can be classified into the empirical research, the case

study, the deductive research, and the system achitecture or development. As for the subjects

of AIS, they can be classified into reference diciplines, external environment, information

technology, organizational environment, evaluation and control of AIS, development and

operations of AIS, usage of AIS, education and research of AIS, policies and alternatives of AIS.

The 47 journals of AIS chosen for analysis and summary are 『Korean Accounting

Review』, 『Korean Accounting Journal』, 『The Journal of MIS Research』, 『Korean

Management Science Review』, 『The Journal of the Korean OR/MS Society』, 『The Journal

of Management Research』. These are known as the most prestigious journals in the area of

accounting and information systems in Korea.

Keyword: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journal, research methodology, analysis,

analysis of citation,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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