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수적 프로그래밍 접근법에 기초한 회계정보시스템의

개발과 성과분석을 위한 실증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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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회계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컴퓨터 관련기술과 관련하여 급변하는 오늘날에도 필연

적으로 수반되는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는 회계학과 컴퓨터 기술 사이에 존재하는 개념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컴퓨터 기술과 회계학의 부자연스러운 관계는 회계학 입장에서 볼 때 컴퓨터에

회계시스템을 적응시키려는 정보 이용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못하는 자세에서 야기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회계정보시스템 정보 이용자들은 필요 이상의 더 많은 연구노력이 필요했고 그 결과

도 역시 한계에 직면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코볼과 같은 단계적인 절차중심 언어(Procedural language)
를 사용한 회계정보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프로그래밍 구조의 난해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재무적 문제해결만을 위해 사전에 재무계획 문제에 맞게 특별히 개발된 4세 언어인 IFPS(Interactive
Financial Planning System)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공식적 연산 회계모형(FAAM: Formal
Algorithmic Accounting Model)은 어떤 특수한 목적을 위한 언어가 아닌, 일반적인 목적으로 개발된 제 5
세 함수적 언어(Functional Language)라는 점과, 2000년 말 현재 개방화,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예전과

달리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국내의 회계환경에“회계처리 변경의 용이성”과“프로그램 오류발견 및 수

정의 용이성”이라는 측면에서 회계현실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는 차세 언어라는 점에서 FAAM 모형

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Bailey et al.(1992)에 의해서 제시된 바 있는 공식적

연산 회계모형(FAAM: Formal Algorithmic Accounting Model)이 다른 모형(예: 코볼과 같은 언어에 기초

한 절차중심 회계모형, C++과 같은 언어에 기초한 객체지향 회계모형)들과 비교하여 상 적으로 우월하

다는 것을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실증분석 함으로써 회계변경이 잦은 우리나라의 현실 속에서 회계

모형의 개발자들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 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공식적 연산 회계모형(FAAM모형)이 객체지향 회계모형보다, 객체지향 회

계모형이 절차중심 회계모형보다 프로그램의 상 적 이해의 용이성, 프로그램 변경의 용이성, 프로그램

오류발견 및 수정의 용이성 그리고 회계학의 수학적 수식 표현력 등의 측정요소별로 타 모형에 비해서

우위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FAAM모형은 객체지향 회계모형보다 프로그램 변경의 용이성, 프

로그램 오류발견 및 수정의 용이성, 회계학의 수학적 표현의 용이성에 해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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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남으로써 함수적 프로그래밍 언어에 기초한 FAAM모형이 객체지향 회계모형이나 절차중심 회

계모형보다 우위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 서��론

회계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시스템 개발자들과 사용자들간에는 그 이해

상충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회계학 입장에서 볼 때 컴퓨터 기술

을 회계시스템에 적응시키려는 정보 이용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못하는 자세에서

비롯된 것으로 회계정보시스템 정보 이용자들은 필요 이상의 더 많은 연구노력이 필

요했고 그 결과도 역시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코볼과 같은 단계적인 절

차중심 언어(Procedural language)를 사용한 회계정보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겪어야 하

는 프로그래밍 구조의 난해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컴

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제약사항 때문에 시스템을 이해하거나 새로운 시스

템을 개발하려고 할 때에 이러한 회계학과 컴퓨터기술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잘

나타나게 된다(Weber, 1988). 그 결과 기업의 회계정보시스템 담당자나 회계감사인

들과 같은 최종 정보이용자는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에 회계이론이나 실무가 요구하

는 각종 지침들이 제 로 반 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시험자료(Test data)기법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휴리스틱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무적 문제해결을 위해 사전에 재무계획 문제에 맞게 특별히 개발된 4세 언어

인 IFPS(Interactive Financial Planning System)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공식적 연

산 회계모형(FAAM: Formal Algorithmic Accounting Model)은 어떤 특수한 목적을 위

한 언어가 아닌, 일반적인 목적으로 개발된 제 5세 함수적 언어(Functional

Language)라는 점과 2000년 말 현재 개방화,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예전과 달리 하루

가 다르게 급변하는 국내의 회계환경에“회계변경의 용이성”이라는 측면에서 회계현

실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는 차세 언어라는 점에서 FAAM 모형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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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모형을 실제적으로 컴퓨터에 구현하여 비교하기 위해서 각각의 모형에

맞는 표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선택하여 사용하 다. 즉, 함수적 회계모형을 구

현하기 위해서는 ML(Meta Language)을, 절차중심적 회계모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C++을, 객체지향적 회계모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COBOL을 각각 사용하 다. 또

한, 모형간의 비교를 보다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컴퓨터에 구현하여 모형을 비교하

기 위해 각 모형별로 표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별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예

비조사를 실시하 는데 절차중심언어를 이용한 경우 COBOL 이외에도 FORTRAN

과 같은 언어를 같이 사용하 으나 그 결과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중심 모형의 경우 COBOL을 사용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회계모형에 적합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모형의 성과 및 적합성을 실증

적으로 분석하고자 하 다. 특히 Bailey et al.(1992)에 의해서 제시된 회계업무에 적합

한 공식적 연산회계모형(FAAM: Formal Algorithmic Accounting Model)의 성과 및 그

적합성을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 다. Bailey(1992)가 제

시한 FAAM모형은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함수적 프로그래밍

접근법을 활용하여 기초 회계자료로부터 최종정보 이용자의 다양한 정보요구를 충족

시키기 위하여 회계정보를 산출해 내는 수학적 또는 공식적이면서 동시에 컴퓨터를

통하여 실행 가능한 회계자료처리 모형이다. 이러한 FAAM 모형의 우수성을 증명하

기 위해 본 논문은 이론적 고찰로서 선행연구를 설명하고, 연구설계과정을 살펴본 다

음 기존의 절차적 회계모형(절차중심 언어인 코볼에 기초한 모형)과 객체지향 모형

(C++에 기초한 모형), 함수적 프로그래밍 모형(본 연구가 제시한 모형: ML에 기초

한 FAAM모형)간에 차이유의성을 검증하는 통계적 실증분석을 통하여 FAAM 모델의

우수성을 증명해 보임으로써 회계정보시스템 개발자들과 이용자들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주고자 하 다.

한�경�석 573



II. 이론적 고찰

1. 선행 연구

Nehmer(1988)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FAAM 모형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

는 함수적인 수학적 모형을 제시하면서 복식부기원리와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수구조를 설명하 으며 회계시스템을 계정과 거래로 설명하 고 함수는 그러한 모

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 바 있다.

이러한 함수적 프로그래밍의 주요한 특징은“사건중심 접근법(Event approach)”에

부합하는 신축성을 갖는다는 것이다(Sorter, 1969). 특히 기업의 회계담당자와 감사

자는 다양한 정보이용자들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초자료

와 함수적 언어의 특징인 함수적 응기능을 사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어냄으로써

다양한 정보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함수적 언어는 신축성이 있다고 주장하

다. 또한 Ijiri(1975)는 다차원적 회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역설

하 으며, 기업의 회계담당자들은 체계적 방법으로 조직화된 수치를 다루게 되는데,

수치를 조직화 시키는 방법 중에는 배열(array)이라는 것이 있으며 수치는 배열이라

는 형태로 표시된다고 주장하 다(Ijiri, 1984).

그 후 Bailey(1992)는 회계업무에 적합한 공식적연산회계모형(FAAM)을 제시함으

로써 FAAM 모형의 성과 및 그 적합성을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

다. 이러한 FAAM 모형의 또 다른 목적은 다차원적 회계를 기초로 한 재무보고서

의 작성에 있다. Ijiri(1984)가 강조하고 있는 수치를 조직화시키는 배열도 FAAM 모

형에서 직접 표시될 수 있다. Orman(1990)도 데이터베이스 접근방법을 사용한 함수

적 모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연구는 FAAM 모형이 수학적이면서 동시에 실행 가능

한 연산모형이라는 점에서 그 차이점이 있다.

회계정보시스템에 있어서 기존의 절차중심 언어에 기초한 회계 프로그래밍 모형은

절차중심적 프로그램의 통제흐름에 의해서 회계를 이해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코드와

회계 내용간의 연결과정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비해서 FAAM 모형은 고급 프

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인간의 생각을 기계적인 모형에 적응시키려는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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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역으로 정보 이용자의 의도에 알맞게 컴퓨터모형을 적응시키려는 능동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FAAM 모형을 절차중심 언어와 주로 비교하여 설명하는

이유는 아직도 여러 회계모형과 금융기관에서는 절차중심 언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

문이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계자료 처리과정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나타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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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컴퓨터과학에서 사용하는 데이터/프로그래밍 모형과 그 응용인 회계 데이터/

프로그래밍 모형(Bailey et al., 1992)



는 모형을 찾기 위하여 함수적 프로그래밍 접근법을 사용하여 구축된 보다 진전된 회

계모형인 FAAM 모형(Bailey et al., 1992)을 기존의 절차중심 회계모형과 객체지향 회

계모형들과 비교하여 실증적으로 그 유용성을 분석하는 데 있다. 아래의 <그림 1>은

컴퓨터과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프로그래밍 모형과 그 응용인 회계자료들 간

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본 논문의 연구 상인 FAAM 모형은 연구모형들 중 최

근의 연구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2. 공식적연산회계모형(FAAM) ─ 함수적 접근방법의 응용모형

모든 회계정보시스템은 거래처리시스템과 보고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에

서 거래처리시스템은 회계적 거래를 식별/기록하는 것이며 광의적으로 볼 때 전통적

인 회계처리와 내부통제시스템으로 특정 지워지는 통제기능으로 볼 수 있다. 기업활

동을 내부통제하기 위하여 개발된 TICOM(The Internal Control Model)모형은 감사

인이 내부통제시스템을 설계, 분석,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는 컴퓨터 지원방법을 사용

하고 있다(Bailey et al., 1985). 이러한 모형으로부터 검증된 자료가 FAAM으로 입력

된다고 볼 수 있다.

FAAM모형은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함수적 프로그래밍 접근

법을 활용하여 기초 회계자료로부터 최종정보 이용자의 다양한 정보요구를 충족시키

기 위하여 회계정보를 산출해 내는 수학적 또는 공식적이면서 동시에 컴퓨터를 통하

여 실행 가능한 회계자료처리 모형이다. 다음 장의 <그림 2>는 본 논문이 제시하고

있는 모형인 공식적연산회계모형(FAAM)을 나타내고 있다. 기업활동의 과정에서 경

제적인 거래가 일어나게 되면 복식부기방법에 의해서 이러한 경제적인 거래들이 기

업의 재무제표에 기록이 되게 되며, 이러한 기록과정은 기업의 내부통제 기능에 의해

서 그 거래의 정당성을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모형 내에서의 회계거래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공식적으로 도식화함으로써 각각의 회계거래들은 다음과 같은 레

코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로 표시되며, 이러한 레코드를 통합함수(Aggregation

Function)에 의해 통합함으로써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12억 원의

주식을 발행하는 거래를 ML로 표시하게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나타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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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200,000,000의 주식발행( 현금 1,200,000,000/자본금 1,200,000,000)

<실제 Programming>

Val transaction 1={cash=1200000000, recv=0, inv=0, prop=0, payable=0,

stock=~1200000000, earn=0, rev=0, cost=0, exp=0, misc=0}

(*위의 ML Programming의“~“ 표시는 자본금계정에서의 변의 증가를 의미함)

이와 같은 거래들이 여러 개가 있다면 이들의 거래를 Function(time, LIFO, SL),

Function(time, FIFO, DDB) 등과 같은 통합함수로 통합한 결과는 다음의 예와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cash=1200000000, recv=~1600000, inv=0, prop=0, payable=0, 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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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공식적연산회계모형

(FAAM: Formal Algorithmic Accounting Model)(Bailey et al.,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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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00000, earn=0, rev=0, cost=0, exp=200000, misc=1000000, drpr=5000}

(*위의 ML Programming의“~“ 표시는 변금액을 의미함)

이 모형에 한 자세한 내용은 FAAM 논문(Bailey, JR, ET AL 1992, pp. 65-73)에 상

세히 나타나 있다.

보고시스템은 외부이용자를 위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거래처리 시스템으

로부터 얻은 정보를 사용하는데, 위의 모형구조 내에 나타난 통합함수는 정보 이용자

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사항(예를 들어 재고자산평가방법, 감가상각법 등)에 따라 재

무제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한다. 즉, FAAM의 핵심적 특성은 이 모형이 수학적 모형

이면서도 동시에 컴퓨터에서 실행 가능한 회계자료처리 모형이며 다양한 재무제표

분석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3. 공식적 연산 회계모형(FAAM)의 이점

회계처리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회계정보의 특성을 고려한 FAAM은 함수적 프로

그래밍 언어를 사용한 것으로 다양한 재무/비재무보고서 제공 및 신축적인 의사결정

과 검증력에 부응하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Breazu-Tannen et al., 1988).

공식적 연산 회계모형(FAAM: Formal Algorithmic Accounting Model)은 Financial 문

제해결만을 위해 사전에 재무계획 문제에 맞게 특별히 개발된 언어가 아닌, 일반적인

목적으로 개발된 제5세 함수적 언어(Functional Language)이며, 특히 FAAM은 그

성과 및 회계모형과의 적합성 측면에서 비구조적인 절차중심 프로그래밍 모형과 비

교하여 볼 때 상 적으로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프로그램에 한 이해가 비교적 용이하다. 이는 컴퓨터주변감사(Audit around

the computer) 보다는 컴퓨터를 이용한 감사1)(Audit through the computer)를 하려고

하는 회계감사인의 입장에서 프로그램 내용을 파악하고 감사하는데 도움이 된다. 즉,

수식을 많이 사용하는 회계 계산과정을 용이하게 표현할 수 있는 컴퓨터 언어표현력

을 갖추고 함수적 프로그램언어에 근거를 둔 비절차적 구문을 사용함으로써 회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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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부 회계정보시스템 교과서에서 컴퓨터통과감사(Audit through the computer)로 번역되고 있

음을 밝혀둔다.



산 처리과정인 프로그램 내용에 한 회계감사인의 이해력을 높임으로써 감사 검증

력을 제고시킬 수가 있다. 왜냐하면, 회계감사인이 복잡한 프로그램의 기계적인 실행

절차를 추적하면서 이해할 필요 없이 감사인의 입장에서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프로그램을 완성시킨 후 프로그램을 변경하기가 상 적으로 용이하다. 일단

회계자료 처리 과정을 프로그램화 한 후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 프로그램 한 부

분의 수정에 미치는 향이 분명하여 소위 프로그래밍 부작용이 없이 안전하게 수정

을 행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객체지향적 언어(OOPL: Object-Oriented

Programming Languages)도 비슷한 특성을 가지나 FAAM이 상 적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FAAM은 프로그램의 안정성이 수학적으로 증명된 함수적 프

로그래밍 기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은 회계 관련 법규가 자주 바

뀌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프로그램의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수정하기가 비교적 쉽다. 이는 회계감사인

의 입장에서 회계자료 처리과정의 고의적 또는 비고의적 오류를 파악하고 감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함수적 프로그래밍에 근거한 프로그램의 부작용(Side effects)

을 최소화하는 논리적 투명성(Referential transparency) 때문에 프로그램 수정 시 흔히

발생하는 오류발생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Henderson, 1980).

넷째, FAAM 모형은 함수적(Functional)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학적 모

형의 이점을 활용하여 수식을 많이 사용하는 회계계산과정을 보다 자연스럽게 처리

할 수 있다. 특히 공식적(수학적) 연산모형을 취하기 때문에 컴퓨터와 회계를 개념적

인 측면에서 서로 잘 부합시키면서 프로그램 구문을 회계실무 내용과 쉽게 응시킬

수가 있다.

다섯째, 2000년 말 현재 개방화,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예전과 달리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국내의 회계환경에“회계변경의 용이성”이라는 측면에서 회계현실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는 차세 언어라는 점에서 FAAM 모형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상술한 다섯 가지 장점들은 기존의 전산과학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객체

지향적 언어(OOPL),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널리 언급되고 있는 소위“구조적 설계

및 분석”기법의 구조적 프로그래밍, 그리고 모듈화된 프로그래밍 기법에서도 기 되

는 장점들이다. 프로그래밍 기법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방향으로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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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온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회계자료처리라는 독특한 문제 역을 고려

해 볼 때 FAAM 모형이 OOPL 모형보다 상 적으로 위와 같은 장점 들이 더욱 크게

부각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실제로 기업의 회계자료처리시스템 구축과정

에서 이를 응용하여 얻을 수 있는 효익을 생각할 때 그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네 가지 장점들에 하여 각 장점들을 각각의 가설로 설정하여

FAAM 모형의 우수성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고자 하 다. 특히 이러한 FAAM 모형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함수적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적인 특징을 살린 회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점이 큰 특징이

라고 할 수 있다(Winston, 1984). 또한 수학적 표현력이 뛰어나고 이를 바탕으로 논

리적인 프로그램이 가능한 수학적인 공식적(公 ) 모형이면서 동시에 컴퓨터로 실

행 가능한 연산적( ) 모형이다. 즉, 위의 4가지 장점들을 작업1-4까지 나누어

실증적으로 그 타당성을 분석함으로써 FAAM 모형이 절차중심 회계모형뿐만 아니라

C++에 기초한 객체지향적 모형보다도 회계자료처리에 우수한 모형이라는 이론적 배

경을 뒷받침하고자 하 다.

4. 공식적연산회계모형(FAAM)구축의 도구인 ML(Meta Language) 소개

1) ML의 정의

ML은 Meta Language의 약자로서 함수적 프로그래밍 언어로 정의 내릴 수 있다.

Strachey와 Scott 등이 프로그래밍언어의 의미를 공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접근방법

을 연구했는데(Strachey, 1966) 이러한 연구가 본 연구의 접근방법에 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접근방법을 공식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프로그래밍 언어구조를 나타

내기 위해서 수학적 실체(또는 수학적 상징)가 사용되었기 때문이며 이것은 과거 10

년 동안 프로그래밍 언어를 설계하는데 상당한 향을 주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수학적 프로그램 검증을 가능하게 하 는데, 프로그램의 정확성은 그 프

로그램의 의미에 관한 수학적 속성을 증명함으로써 확인될 수 있다. 이러한 증명작업

은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는데 프로그램의 의미인 수학적 기

호가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을 때 더욱 그러하다(Schmidt, 1986).

함수적 프로그래밍 언어는 함수를 사용하는 언어로써 1940년 Alonzo Church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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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Lambda Calculus가 기원이다[Henderson, 1980]. 함수는 투입 요소를 갖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결과물을 얻어내는 처리규칙인 것이다. 즉, 함수는 x1 …, xn요소를 f(x1.

…, xn)값을 만들기 위해 1:1로 함수 f에 의해서 일치시키는 하나의 규칙인 것이다.

하나의 함수는 이미 정의된 또 다른 함수를 사용할 수 있고 반복적으로 자기 자신의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다. Church가 증명한 바와 같이 어떠한 알고리즘도 이러한 방

법으로 표현될 수가 있다.

함수적 언어의 중요한 특징은 논리적 투명성인데, 이는 프로그램이 표현하고자 하

는 뜻이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표현된다는 뜻이다. 논리적 투명성은 프로그램의 감사

검증력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성질로서 전통적인 언어에서는 찾아 볼 수가 없다. 컴퓨

터기억용량과 처리속도의 발전은 함수적 언어의 실제적 사용을 촉진시키며 동시에

최하위 수준의 기계어로 바꾸는데 걸리는 시간도 현저하게 단축시키고 있다.

2) ML의 핵심적 내용 및 한계

현재 함수적 언어로는 ML, LISP, Miranda 등이 있다. 이중 본 논문에서 사용된 언

어는 ML로써 구조는 공식적 회계모형과 유사하여 회계개념을 자연스럽게 모형으로

만들 수 있게 되어 있다.

ML은 타입형 함수언어의 특징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많은 실무 응용 소프트웨

어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는 언어로 생각되어진다.

타입형 언어인 ML은 타입(type)이라는 특성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회계

객체와 분류기준이 타입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타입은 서로 다른 카테고리로 분류된

하나의 집합으로서 특히, 프로그래밍 언어는 데이터 타입에 의해서 데이터가 분류되

어지고 오류를 억제할 수가 있다. ML의 타입시스템과 회계의 타입시스템 간에는 서

로 유사한 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현금은 유동자산의 한 타입으로 생각할 수가 있

다. 유동자산의 한 타입으로 생각되는 현금개념은 ML의 타입시스템에 반 된다. 회

계모형의 구축오류 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 오류에 기인된 많은 오류들은 컴파일시

즉, ML시스템이 타입을 체크 할 때 검색된다.

일반적으로 회계 담당자들은 오래 전부터 일종의 타입시스템을 생각해 왔다. 타입

시스템에서는 간단한 계정과목의 계층도에서 표시하고 있는 계층개념을 ML을 사용

하여 보다 쉽고 분명하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ML과 같은 타입형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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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계시스템에 기여할 이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거래나 계정과목과 같은 회계 객체들을 계층적 분류를 통해 조직화 시키고 프로

그램으로 표현하는데 도움이 된다.

2. 회계타입의 고유특성이나 자산과 부채 같은 카테고리를 프로그램 상에서 이해하

는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유동자산 타입으로 프로그램 상에

서 알기 쉽게 표현되기 때문에 유동자산의 특징을 이해하기 쉽게 도와준다.

3. 감사인은 프로그래밍 능력 없이도 오류의 검색이 용이하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

상에 어떤 거래 유형을 이미 정의된 타입과 다른 잘못된 타입으로 분류한 경우 타입

오류 메시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보다 더 쉽게 오류를 발견 할 수 있다.

이러한 ML의 Programming 예를 한가지의 거래를 바탕으로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각 언어에 따른 프로그래밍의 실제 예는

http://cba.soongsil.ac.kr/kshan/paper/faam_input_form.htm를 참조하면 본 설문지와 함

께 각 프로그래밍의 내용을 상세히 볼 수 있다.

III. 연구 설계

본 연구는 FAAM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본 모형이 주장하는 FAAM 모

형의 4가지 이점으로부터 4가지의 가설을 도출한 후 이로부터 4가지 작업을 정하여

각 작업에 소요된 시간, 결과에 한 이해도, 그리고 정확도를 측정한 후 이러한 측정

값에 한 기존의 절차적 회계모형(절차중심 언어인 코볼에 기초한 모형)과 객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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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200,000,000의 주식발행( 현금 1,200,000,000/자본금 1,200,000,000)

<실제 Programming>

Val transaction 1={cash=1200000000, recv=0, inv=0, prop=0, payable=0,

stock=~1200000000, earn=0, rev=0, cost=0, exp=0, misc=0}

(*위의 ML Programming의“~“ 표시는 자본금계정에서의 변의 증가를 의미함)



향모형(C++에 기초한 모형) 간에 차이 유의성을 검증하는 행동론적 접근방법을 사용

한 통계적 실증분석을 실시하 다. 이러한 본 연구를 도표화 해 보면 다음 장의 <그

림 3>과 같다.

1. 표본선정

절차적 회계모형(절차중심 언어에 기초한 모형)과 객체지향모형(C++에 기초한 모

형), 함수적 프로 그래밍 회계모형(ML에 기초한 FAAM모형)간에 차이 유의성을 검

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공인회계사, 기업의 전산회계담당자, 학 및 학원에

서 회계학을 전공한 학생,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 중에서 컴퓨터 프

로그래밍에 관한 지식이 있다고 응답한 500명을 상으로 조사를 실시하 다. 이러

한 500명의 표본들 중에서 3가지 언어(COBOL, C++, ML)에 해서 각각의 언어에

한 경험의 차이를 배제하기 위하여2) 각 언어에 한 간단한 시험을 실시한 후,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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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구 모형

시스템 유형� 시스템 성능�

작업� 측정변수�

작업 1�
─ 매출원가 계산부문 식별�
작업 2�
─ UFO를 FIFO로 변경�
작업 3�
─ 오류 부문 식별�
작업 4�
─ 감가상각액 계산식 표현�

�절차중심모형�

   (Proceduring Language)�
�객체지형 모형�

   (C++ 모형)�

�ML에 기초한 FAAM 모형�

�작업소요시간�
�
�작업에 한 이해도�
�
�작업의 정확도�

2) 각 언어에 한 경험이나 지식의 차이가 상이할 경우 본 연구에서의 측정변수인“이해도”를

크게 왜곡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ex: 한 언어에 한 이해도가 다른 언어에 한 이해도

보다 지나치게 높은 경우 자신에게 익숙한 언어에 더 높은 이해도 점수를 부여할 수 있기 때

문이다.).



로그래밍 언어에 한 일정수준 이상의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280명을 상으로 본

연구를 실시하 다. 즉, 본 연구에서는 표본 500명 중에서 프로그래밍에 한 기본적

인 테스트를 거쳐 최종표본 280명을 선별하 다.

그 결과 최종표본 280명은 <표 1>과 같이 프로그래밍 언어에 한 학습경험이 있

었으며, 과반수 이상이 1-3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의 표본으로 선정된 280명의 프로그래밍 언어에 한 학습경험차이 효과는 크지 않

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변수선정

사용된 작업은 FAAM모형이 갖고 있는 이점을 측정할 수 있는 내용들로 4개의 작

업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작업은 ML과 절차중심 언어(코볼) 및 C++의 3가지 프로그

램을 사용하 다. 결과적으로 작업의 수는 4×3=12개가 된다. 표본은 4집단으로 무

작위로 나눈 뒤 <표 2>와 같이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 작업수행에 소요된 시간, 결

과에 한 이해도 그리고 정확도를 측정하 다. 결과적으로 총 측정변수의 수는 4×

3×3=36개가 된다.

즉 작업 1은 프로그램 이해의 상 적 용이성, 작업 2는 프로그램 변경의 용이성,

작업 3은 프로그램 오류발견 및 수정의 용이성, 작업 4는 회계학의 수학적 표현 용이

성을 각 작업별로 측정 요소인 시간, 이해도, 정확도를 측정하여 각 프로그램 모형별

로 비교 분석하 다.

작업 1: 프로그램 중 매출원가 계산

작업 2: LIFO를 FIFO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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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학습경험비율

분 류 없다 1년 미만 1-3년 3년 이상

COBOL 학습경험 5.0 35.5 57.2 2.3
C++ 학습경험 7.0 36.2 52.8 4.0
ML 학습경험 7.1 32.7 55.5 4.7

평균 6.36 34.8 55.16 3.67



작업 3: 프로그램 오류부분 식별 및 수정

작업 4: 연수합계법에 의한 감가상각액의 계산식 작성

이점 1. 프로그램 이해의 상 적 용이성

이점 2. 프로그램 변경의 용이성

이점 3. 프로그램 오류 발견 및 수정의 용이성

이점 4. 회계학의 수학적 수식 표현의 용이성

측정요소 1. 문제풀이에 소요된 시간(분)

측정요소 2. 이해도(리커드 5점 척도)

측정요소 3. 정확도(%)

본 연구의 방법론 즉, 측정요소 선정, 변수 측정 및 모형비교 등은 Gibson and

Senn(1989)에 의하여 증명된 바 있는 연구방법론을 참조하여 설계하 다.

3. 무작위 블록 샘플링(Randomized Block Sampling)을 이용한 학습효과

제거

응답자들이 설문의 응답도중 발생하게 되는 학습효과(Learning Effect)를 없애기 위

해서 본 실험에서는 Gibson과 Senn(1989)이 프로그래밍 방법의 효과측정에 있어서

실증적으로 검증한 바 있는 무작위 블록 샘플링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표본들의 응답

에 있어서 학습경험 효과를 배제하고자 하 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같은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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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무작위 블록 디자인

총 표본은 4집단(표본 1-4)으로 Random하게 나눈 뒤 다음의 표와 같이 각 표본과

Task(Q21-Q24)를 배치시킨다.

Task 1(Q21) Task 2(Q22) Task 3(Q23) Task 4(Q24)

Procedural Language 표본 1 표본 2 표본 3 표본 4
C++ 표본 4 표본 1 표본 2 표본 3
ML Model 표본 3 표본 4 표본 1 표본 2

Virginia R. Gibson and James A. Senn, System Structure and Software Maintenance Performance
Management of Computing, March 1989



상으로 3가지 언어에 하여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할 때 학습효과가 연구의 결과

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본 실험에서는 응답에 있어서 학습경험 효과를 배

제하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무작위 블록 샘플링 방법은 먼저 총 표본을 무작위로 4개로 분

류해서 각 표본과 본 연구의 4가지 실험(Q21: 매출원가 관련부분 표시, Q22: LIFO

를 FIFO로 변경, Q23: 오류부문 식별, Q24: 감가상각 프로그램의 표현) 각각을 위

의 <그림 4>와 같이 응시켰다.

다음으로는 각 절차중심 언어와 각각의 작업(Task 1-4)에 해당하는 표본들을 따로

분류함으로써 무작위로 분류된 한가지 표본이 한가지 작업만을 수행하게 하는 한편,

총 표본이 한가지 작업에 해서 3종류의 언어를 테스트 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학

습효과를 제거시키고자 하 다. 또한 프로그래밍 경력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이 무

작위로 각 표본에 할당되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경력이 많고 적음이 본 연구에 향

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는 위의 무작위 블록 샘플링 방법을 이

용한 결과임을 미리 부연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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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변수 구조

Q2 작업

Q21－매출원가
관련부문 표시

Q22－LIFO를
FIFO로 변경

Q23－오류부문
식별

Q24－감가상각
프로그램 표현

Proceduring
Language C++모형 FAAM모형

Q211－시간

Q212－자신감

Q215－정확도



4. 변수측정 및 가설설정

각 변수에 한 모형간 차이는 작업별로 선정된 측정요소인 시간, 이해도, 그리고

정확도면에서 측정되었으며 각 모형의 평균값에 한 차이 유의성 검증에는 분산분

석(One-way ANOVA)을 사용하 다.

비교를 위한 설문 문항은 각 모형에 한 설문 상자들의 전반적인 인식도를 나타

내는 것으로서, 작업별로 측정한 자료의 측정결과와의 일관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자료자체에 한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 크론바 알파(Cronbach’s alpha)

검정을 실시하 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통계패키지는 SPSS Window 10.0 버전

이다.

5. 가설설정

본 연구에서는 제시모형(ML을 기초로 한 FAAM)과 비교모형(절차중심 회계모형

과 객체지향 회계모형)간의 차이 유무를 증명해 보이고자 하 다. 따라서 작업별 측

정요소 각각에 해서 제시 모형과 비교 모형들간의 차이검증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가

설을 설정하 다.

[ 립가설 1] 프로그램 이해의 상 적 용이성에 있어서 공식적 연산회계모형이 객

체지향적 회계모형보다 우수하며, 객체지향적 회계모형은 절차중심적 회계모형 보다

우수하다.

[ 립가설 2] 프로그래밍 변경의 용이성에 있어서 공식적 연산회계모형이 객체지

향적 회계모형보다 우수하며, 객체지향적 회계모형은 절차중심적 회계모형 보다 우

수하다.

[ 립가설 3] 프로그램 오류 발견 및 수정의 용이성에 있어서 공식적 연산회계모형

이 객체지향적 회계모형 보다 우수하며, 객체지향적 회계모형이 절차중심적 회계모

형 보다 우수하다.

[ 립가설 4] 회계학의 수학적 표현의 용이성에 있어서 공식적 연산회계모형이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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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지향적 회계모형 보다 우수하며, 객체지향적 회계모형이 절차중심적 회계모형 보

다 우수하다.

이와 같은 가설들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편의상 종합적으로 표현하 으나, 실제의

실증분석 시에는 공식적 연산회계모형의 경우에는 ML을, 절차중심적 회계모형에는

COBOL을, 객체지향적 회계모형에는 C++을 사용함으로써 각 모형들 사이의 우수성

을 두 모형씩 상호 비교하는 방법으로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 다.

IV. 실증분석

본 실증연구에서 사용된 소스프로그램은 16개의 기초거래를 예로 들어 이들 거래

들로부터 재무제표를 만드는 과정을 각각 FAAM, 객체지향 회계모형, 절차중심 회계

모형에 기초를 하여 보여준 거래처리 시스템들이다. 이 소스프로그램들과 설문지는

인터넷상의 아래의 주소를 이용하여 접속하면 전송 받아 볼 수 있다.

http://cba.soongsil.ac.kr/kshan/paper/faam_input_form.htm

1. 모형간 차이

1) 작업별 모형간 차이

(1) 모형비교 및 가설검증

각 변수들의 평균값을 측정요소별로 나타낸 내용이 다음장의 <표 3>에 나타나 있

으며, ANOVA 분석을 통해 4개의 작업별로 각 모형간 분산의 차이 유의성을 검증한

내용이 <표 4>에서 <표 7>까지 나타나 있다. <표 3>에서 작업 1은 프로그램 이해의

상 적 용이성, 작업 2는 프로그램의 변경의 용이성, 작업 3은 프로그램 오류발견 및

수정의 용이성, 작업 4는 프로그램의 회계적 표현의 용이성을 나타낸다.

우선 변수들의 평균값 차이 유의성에 관계없이 측정요소 측면에서 작업별로 변수

의 평균값을 전반적으로 비교해 보면 시간에서는 FAAM이 작업 1을 제외한 모든 작

업에서 소요시간이 가장 낮게 나타남으로써 FAAM이 다른 2개 모형에 비해 더욱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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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한 모형임을 보여 주었다. 이해도 측면에서도 작업 1을 제외한 모든 작업에서

FAAM이 보다 높은 평균값을 보 고, 정확도에서는 작업1에서 근소한 차이로 객체

지향 회계모형이 높게 나타났으나 작업 1을 제외한 모든 작업에서 FAAM이 매우 높

은 평균값을 보임으로써 다른 2개 모형들보다 FAAM이 보다 우수한 모형임을 보여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프로그램 이해의 상 적 용이성에 한 검증인 [ 립가설 1]의 검증결과 다

음 장의 <표 4>와 같이 FAAM과 객체지향 회계모형 비교에서 소요시간, 이해도, 정

확도 측정요소가 유의수준 p < 0.10에서 유의적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소요시

간, 이해도, 정확도 모든 측면에서 FAAM과 객체지향 회계모형이 절차중심 회계모형

보다 우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정확도 측면에서는 FAAM이 절차중

심 회계모형보다 유의수준 p < 0.01에서 매우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볼 때 프로그램 이해의 상 적 용이성에 해서 FAAM이 절차중심 회

계모형보다 우수하다는 가설과 객체지향 회계모형이 절차중심 회계모형보다 우수하

다는 가설이 채택되었으나 FAAM이 객체지향 회계모형보다 우수하다는 가설은 유의

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래밍 변경의 용이성에 한 검증인 [ 립가설 2]의 검증결과 <표 5>와 같이

FAAM과 객체지향 회계모형 비교에서 소요시간과 이해도 측정요소가 유의수준 P <

0.10에서 유의적이 아닌 것으로 측정되었지만 다른 측정 요소인 정확도 분석에서는

유의수준 P < 0.01에서 FAAM > 객체지향 회계모형 > 절차중심 회계모형 순으로

한�경�석 589

<표 3> 변수의 평균값

측정요소 및 프로그램 종류

시간(분) 이해도(5점척도) 정확도(비율)

분 류 절차 객체 절차 객체 절차 객체

중심 FAAM 지향 중심 FAAM 지향 중심 FAAM 지향

회계모형 모형 회계모형 모형 회계모형 모형

1 15.43 13.43 12.32 2.51 3.22 3.32 0.29 0.76 0.77
작 2 16.44 10.48 11.93 1.78 3.87 3.74 0.15 0.80 0.62
업 3 10.69 18.09 19.89 2.97 3.98 3.62 0.65 0.93 0.64

4 15.84 12.13 17.03 2.07 3.12 2.15 0.14 0.68 0.19



FAAM이 정확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FAAM의 우수성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소요시간과 이해도 측면에서도 FAAM과 객체지향 회계

모형이 절차중심 회계모형보다 유의수준 P < 0.01에서 매우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볼 때 프로그램 변경의 용이성은 프로그램 이해의 상 적 용이성과 달

리 FAAM이 절차중심 회계모형보다 우수하다는 가설과 객체지향 회계모형이 절차중

심 회계모형보다 우수하다는 가설이 채택되었기 때문에 FAAM이 객체지향 회계모형

보다 우수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종합적인 모형비교는 FAAM > 객체지향 회계모형 > 절차중심 회계모형 순

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FAAM이 다른 모형들보다 프로그램 변경시 가장 용이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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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프로그램 이해의 상 적 용이성에 한 검증

절차 중심 회계모형 객체지향 회계모형

FAAM ① 시�간: 4.17** ① 시�간: 1.20
② 이해도: 45.65*** ② 이해도: 0.78
③ 정확도:352.52***1.39*** ③ 정확도: 0.00

절차 중심 회계모형 ① 시�간: 10.64**
② 이해도: 61.79***
③ 정확도: 2.80*

주 1) ① 소요시간의 F값, ② 이해도의 F값, ③ 정확도의 F값

주 2) ***p < 0.01 , **p < 0.05, *p < 0.10 임.

<표 5> 프로그램 변경의 용이성에 한 검증

절차 중심 회계모형 객체지향 회계모형

FAAM ① 시�간: 45.49*** ① 시�간: 2.34
② 이해도: 357.48*** ② 이해도: 1.15
③ 정확도: 1177.5*** ③ 정확도: 47.9***

절차 중심 회계모형 ① 시�간: 22.58***
② 이해도: 322.52***
③ 정확도: 418.69***

주1) ① 소요시간의 F값, ② 이해도의 F값, ③ 정확도의 F값

주2) ***p < 0.01, **p < 0.05, *p < 0.10 임.



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프로그램을 변경할 때 함수적 모형이나 객체지향모형이 절차중심모

형보다 월등하게 우수하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으나, 엄 한 통계적 유의수준을 적

용할 때는 함수적 모형과 객체지향모형 사이에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아 학자들

사이의 일반적인 관점을 입증해 주고 있다.

프로그램 오류 발견 및 수정의 용이성에 한 검증인 [ 립가설 3]에 한 검증결

과, <표 6>과 같이 FAAM과 객체지향 회계모형을 비교할 때 소요시간, 이해도, 정확

도의 모든 측정요소에서 FAAM이 객체지향 회계모형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정확도 측정요소에서는 유의수준 P < 0.01에서 매우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객체지향 회계모형과 절차중심 회계모형 비교에서는 이해도 측정 요소에서 유의수준

P < 0.01에서 객체지향 회계모형이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오류발견 및

수정의 용이성은 [ 립가설 2]와 마찬가지로 FAAM이 모든 측정요소에서 다른 2개

의 모형보다 매우 높은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학의 수학적 표현의 용이성에 한 검증인 [ 립가설 4]의 검증결과 다음 장의

<표 7>과 같이 FAAM이 모든 비교모형보다 유의수준 p < 0.01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

타났다. 객체지향 회계모형과 절차중심 회계모형의 비교에서는 정확도 비교에서만

유의수준 p < 0.10에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립가설 4]에서는 제시 모형인

FAAM이 비교모형인 객체지향 회계모형과 절차중심 회계모형에 비해 시간, 이해도,

정확도의 모든 측정요소에서 상당한 격차로 비교우위를 보임으로써 FAAM이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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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프로그램 오류발견 및 수정의 용이성에 한 검증

절차 중심 회계모형 객체지향 회계모형

FAAM ① 시�간: 8.34** ① 시�간: 3.91**
② 이해도: 72.28*** ② 이해도: 10 .08*
③ 정확도: 92.35*** ③ 정확도: 95.16***

절차중심 회계모형 ① 시�간: 0.69
② 이해도: 253.93***
③ 정확도: 0.23

주1) ① 소요시간의 F값, ② 이해도의 F값, ③ 정확도의 F값

주2) ***p < 0.01 , **p < 0.05, *p < 0.10 임.



의 계산식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기가 매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객체지향 회계모형

과 절차중심 회계모형 비교에서는 소요시간은 절차 중심 회계모형이, 정확도는 객체

지향 회계모형이 우위를 보 다. 따라서 [ 립가설 4]도 FAAM이 모든 측정요소에서

절차중심 회계모형과 객체지향 회계모형보다 비교우위에 있음이 검증되었다. 결론적

으로 이는 수학적 공식을 많이 사용하는 회계자료처리 과정을 프로그래밍 하는 데는

수학적 FAAM이 어떠한 모형보다도 우수하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결과이다.

2. 실험결과 요약 및 분석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FAAM모형의 우위성은 프로그램 이해의 상 적

용이성, 프로그램 변경의 용이성, 프로그램 오류발견 및 수정의 용이성, 회계학의 수

학적 표현용이성 등에서 측정 요소별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간단하게 요약

정리 및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 립가설 1]인 프로그램 이해의 상 적 용이성(작업 1)에서는 FAAM이 절

차중심 회계모형보다 우수하다는 가설과 객체지향 회계모형이 절차중심 회계모형보

다 우수하다는 가설이 채택이 되었으나, FAAM이 객체지향 회계모형보다 우수하다

는 가설은 채택되지 않았다.

둘째, [ 립가설 2]인 프로그램 변경의 용이성(작업 2)은 정확도 측정요소에서

FAAM > 객체지향 회계모형 > 절차 중심 회계모형 순의 비교우위가 검증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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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회계학의 수학적 표현 용이성에 한 검증

절차 중심 회계모형 객체지향 회계모형

FAAM ① 시�간: 15.59*** ① 시�간: 24.38***
② 이해도: 58.71*** ② 이해도: 47.78***
③ 정확도:364.43*** 20.36*** ③ 정확도: 280.29***

절차중심 회계모형 ① 시�간: 1.39
② 이해도: 0.32
③ 정확도: 6.90*

주1) ① 소요시간의 F값, ② 이해도의 F값, ③ 정확도의 F값

주2) ***p < 0.01 , **p < 0.05, *p < 0.10 임.



는 프로그램을 변경할 때 함수적 모형이 객체지향 모형이나 절차중심모형보다 정확

도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FAAM이 다른 모형들보

다 프로그램 변경시 가장 용이한 모형으로 나타났으나 소요시간과 이해도에서는

FAAM과 객체지향 회계모형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프로

그램을 변경할 때 함수적 모형이나 객체지향모형이 절차중심 모형보다 월등하게 우

수하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으나, 엄 한 통계적 유의수준을 적용할 때는 함수적 모

형과 객체지향모형 사이에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아 학자들의 일반적인 관점을

입증해 주고 있다.

셋째, [ 립가설 3]인 프로그램 오류발견 및 수정의 용이성(작업 3)에서도 FAAM

이 객체지향 회계모형보다 우수하다는 가설은 채택되었으나, 객체지향 회계모형이

절차중심 회계모형보다 우수하다는 가설은 이해도에서만 유의수준 p < 0.01에서 채

택되었다. FAAM이 객체지향 회계모형과 절차중심 회계모형보다 우수하다는 가설은

함수적 모형이 간단하고 정확하여 프로그램 안에 있는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하는데

우수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넷째, [ 립가설 4]인 회계학의 수학적 표현 용이성(작업 4)은 모든 측정요소의 모

형 비교에서 FAAM모형이 객체지향 회계모형보다 우수한 것으로 검증됐다. 객체지

향 회계모형이 절차중심 회계모형보다 우수하다는 가설은 정확도에서만 유의수준 p

< 0.10에서 객체지향 회계모형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결론적으로 이는

수학적 공식을 많이 사용하는 회계자료 처리과정을 프로그래밍 하는 데는 수학적

FAAM이 어떠한 모형보다도 우수하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결과이다.

V. 연구의 한계 및 결론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제시모형인 FAAM이 절차중심 회계모형이나 객체지향모

형인 객체지향 회계모형보다도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FAAM모형이

절차중심 언어를 기초로 한 절차 중심 회계모형보다 프로그램의 상 적 이해의 용이

성, 프로그램 변경의 용이성, 프로그램 오류발견 및 수정의 용이성 그리고 회계학의

수학적 수식 표현력 등의 측정요소별로 타 모형에 비해서 우위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

한�경�석 593



났다.

본 연구의 [ 립가설 1]인 프로그램 이해의 상 적 용이성(작업 1)에서는 FAAM이

절차중심 회계모형보다 우수하다는 가설과 객체지향 회계모형이 절차중심 회계모형

보다 우수하다는 가설이 채택 되었으며, [ 립가설 2]인 프로그램 변경의 용이성(작

업 2)은 정확도 측정요소에서 FAAM > 객체지향 회계모형 > 절차중심 회계모형 순의

비교우위가 검증됨으로써, 프로그램을 변경할 때 함수적 모형이 객체지향 모형이나

절차중심모형보다 정확도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다. [ 립가설 3]

인 프로그램 오류발견 및 수정의 용이성(작업 3)에서도 FAAM이 객체지향 회계모형

보다 우수하다는 가설은 채택되었으나, 객체지향 회계모형이 절차중심 회계모형보다

우수하다는 가설은 이해도에서만 유의수준 p < 0.01에서 채택되었다. [ 립가설 4]인

회계학의 수학적 표현 용이성(작업 4)은 모든 측정요소의 모형 비교에서 FAAM이

객체지향 회계모형과 절차중심 회계모형보다 우수한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객체지향

회계모형이 절차중심 회계모형보다 우수하다는 가설은 정확도에서만 유의수준 p <

0.10에서 객체지향 회계모형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특히 FAAM모형은 객체지향 언어인 C++를 기초로 한 모형보다 프로그램 변경의 용

이성, 프로그램 오류발견 및 수정의 용이성, 회계학의 수학적 표현의 용이성에 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함수적 프로그래밍 언어에 기초한

FAAM모형이 객체지향 회계모형이나 절차중심 회계모형보다 우위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회계정보시스템 개발자들과 이용자들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내적 및 외적타당성 측면에서 약간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방

법의 내적 및 외적타당성 침해요인으로 첫째, 전산회계 감사인을 응답자 표본으로 하

지 못한 현실적 제약성, 둘째, 연구모형의 이점을 증명하기 위한 설문 문항의 표성

에 한 검증미비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작업별 측정요소중의 하나인 이해도는 설문

상자의 주관성을 고려하여 설문관찰자의 기입 방식을 채택하여 객관화하려 했으나

이 또한 실험관찰자의 주관이 개입되는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방향은 함수적 프로그래밍 언어에 기초한 회계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모형은 함수적, 논리적, 객체지향적 성격을 갖고 있는 언어

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연구모형에서 ML을 사용한 이유는 이 언어가 최상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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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는 언어이기 때문이 아니라 함수적 프로그래밍 접근방법을 사용한 회계자료처

리 시스템을 제시하기 위해 선택된 언어에 불과하며 기존의 절차적 회계모형과의 비

교를 위하여 선택된 것이다. 결국 본 연구는 회계업무의 프로그램 감사에 중점을 둔

것으로 함수적 접근 방법을 사용한 모형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앞

으로의 연구 방향은 객체지향 회계모형 등과 같은 객체지향적 모형과 FAAM모형과

같은 함수적 특징을 가지면서 회계자료처리 시스템 구축에 가장 적합한 많은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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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mpirical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the
Performance Analysis of an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Using a Functional Programming Approach

Han, Kyeong Seok*

ABSTRACT

Accounting and computer science have not been compatible each other in the

development of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s. The history of their association has

generally led accountants to do the best they could in matching the needs of accounting

systems to the demands of current hardware and software developments. While the resulting

use of computers in support of accounting needs has been impressive, from the user’s

perspective it has remained a somewhat forced relationship. This may be best understood by

comparing the complex process of converting an accounting system description to a

procedural language program. Our research endeavors to fit computer-science software

compatibilities to the accounting model. In this study we empirically analyze the performance

of FAAM (Formal Algorithmic Accounting Model) presented by Bailey et al. (1992) which is

compatible with accounting systems and test the compatibility of the model. We found that

FAAM is better than procedural language-based models in terms of ‘easy understanding of

programs’, ‘ease of program modification’, ‘ease of program coding and design’ and

‘advantages of mathematical models’. We also found that FAAM is better than object-

oriented models in terms of ‘ease of program modification’, ‘ease of program codi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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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and ‘advantages of mathematical models’. In general FAAM is better than procedural

language-based models and object-oriented models.

Key Words: Functional language, Audit through the comp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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