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言

기업의 중요한 정보시스템 가운데 하나인 회계정보시스템은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
보이용자의 새로운 정보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수명주기법1)을 이용한 회계정보시스템의 개발은 시스템의 분석, 시스템설계, 그리고 시스
템의 실행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시스템분석은 회계정보시스템개발의 첫 번째 단계로

＊본 연구소 상임연구원, 단국대학교 상경대학 상경학부 교수
1) 시스템개발방법에는 수명주기법이외에도 원형개발법, 최종사용자개발법 등 여러가지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수명주기법을 사용하였다.

- 119 -

産業硏究

서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스템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아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시스템분석과정에서 시스템요구 사항과 정보요구 사항의 분석이 이루어 진 후, 그
다음 단계인 시스템의 설계는 분석 단계에서 제시된 요구사항들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게 된다. 시스템 개발의 마지막 단계인 시스템의 실행은 최적의 시스템
설계안이 개발 운영위원회2)의 승인을 받게 되면, 이에 따라 해당 기업 내에 실현시키는 일
련의 작업을 모두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명주기법에 의한 회계정보시스템개발을 분석과 설계, 그리고 실행으로
구분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Ⅱ. 會計情報시스템의 分析

1. 시스템分析의 意義와 目的
시스템분석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존 시스템의 관찰을 통해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새로
운 정보욕구가 있다고 인식함으로써 시작된다. 現行시스템과 관련된 문제를 인식하게 되면
이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해결방안을 찾음과 동시에 사용자가 요구하는 새
로운 정보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찾아낸다.
분석의 목적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회계정보시스템을 조사하여 보다 개선된 정보시스템
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밝혀내는 것이다. 시스템분석가는 기존의 기업조직
과 시스템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기업 내 정보의 소유자가 누구이며 그 정보의
사용자는 누구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즉, 전체기업이 추구하는 목표를 명확히 분석하고 확인
하여 새로운 시스템 또는 수정된 시스템이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에 부응하는지를 검토하고
분석한다. 시스템분석가는 최적의 방법으로 이용자의 정보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정보시스
템에 대한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시스템
분석가는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물론 새로운 정보기술에
관한 지식, 그리고 조직활동에 관한 각종 지식도 갖추어야할 필요가 있다.
2) 시스템개발 운영위원회는 시스템개발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진 최고 의결기관이다. 이
위원회는 정보시스템의 주요 사용자들인 기업의 각 부서별 최고 경영자와 정보시스템 담당 부서
의 책임자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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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分析 過程
시스템의 분석은 구체적으로 현행 시스템의 고찰, 수집한 자료의 분석, 시스템요구 사항
의 분석, 정보요구 사항의 분석, 그리고 시스템분석 보고서 작성의 다섯 단계를 거쳐 이루어
진다.
(1) 현행 시스템의 고찰
시스템고찰은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작업으로 시스템의 분석 단계
에서 가장 먼저 수행하는 분석작업이다. 시스템의 고찰은 현행 시스템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현행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시스템분석가를 포함한 개발 전문가 집단3)은 각종 자료의 수집을 통해 기업의 운영
및 절차, 정보의 흐름, 기업 내 조직간의 관계 등을 이해하게 되는데, 수집할 자료의 내용으
로는 현행시스템에 의해 처리되고 있는 거래의 수 및 그 유형, 기간별 시스템 사용 및 그 변
동추세 등 시스템의 활용도, 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각종 문서와 보고서의 양식 및 유형,
제공된 보고서의 활용도와 시스템의 신뢰도와 정확도, 시스템과 관련된 회사의 정책이나 방
침,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 및 개선안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자료 수집의 목적은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과 시스템분석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
보를 얻는데 있다. 기업내부의 주요 자료 출처는 기업조직 구성도, 각종 서류 양식 및 보고
서, 문서화된 기업의 방침과 지침, 재무보고서, 정보시스템 사용설명서, 그리고 각 부서의 관
리자 및 사원이 있으며, 외부의 자료원으로는 고객, 협력업체, 주주, 정부기관, 경쟁업체, 소
비자보호 단체 등을 들 수 있다.
자료수집방법으로는 관찰법, 문서와 기록의 검토, 면담조사, 현장 방문조사, 설문조사, 그
리고 시물레이션 기법은 현행시스템의 운영을 방해함이 없이 예를 들면, 판매주문과 재고물
량 등 여러 가지 변수를 변화시켜 현행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이다.
(2) 수집한 자료의 분석
앞서 수집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현행 정보 시스템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게 된
다. 자료의 분석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수집한 자료를 조직화하기 위해 데이터흐름도,

3) 개발전문가 집단은 시스템분석을 비롯한 개발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전문가들로서 이에는 시스템
분석가, 시스템설계전문가, 컴퓨터프로그래머, 회계전문가, 시스템사용자, 그리고 시스템 공급업
자 등이 포함된다.

- 121 -

産業硏究

시스템 흐름도, 그리고 개체관계도 등이 이용되기도 한다.
개발 전문가 집단은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기업조직의 실무와 정책 및 절차 등의 운영과
정, 자료 및 정보의 흐름과 각 조직단위간의 상호관계를 이해해야 하며 그리고 그 시스템이
생산하는 정보가 무엇인가를 파악한다. 개발 전문가 집단은 이 과정을 통해 기존의 시스템
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된다.
(3) 시스템요구 사항의 분석
시스템요구 사항이란 시스템이 갖추어야 사양을 말하는데 현행 시스템과 그 문제점을 분
석하고 바람직한 시스템상태와 정보요구 사항을 참고로 하여 시스템요구 사항을 알 수 있으
며 앞서 언급한 시스템 목적과 시스템 사업 목적에 일치되어야 한다.
시스템이 갖추어야할 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시스템의 성능과 관련된 요구
사항, 입출력과 처리과정 등 시스템 활동과 관련된 요구사항, 그리고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
프트웨어 관련 요구사항이 그것이다. 성능과 관련된 시스템 요구사항이란 자료처리 속도,
자료저장 능력, 최소 허용 오류발생률, 출력보고서의 작성 빈도수 등이며, 컴퓨터 하드웨어
관련 요구사항에는 다중처리, 다중 프로그래밍, 시간분할 기능 등 다양한 처리 기능이 포함
된다.
(4) 정보요구 사항의 분석,
정보요구 사항의 분석이란 사용자의 정보욕구가 무엇이며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 기업조
직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밝히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이다. 즉, 사용자가 요구하는 조
건들을 시스템이 수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작업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시스템이 어떤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는가를 규정할 수 있게 된다.
정보요구사항의 문서화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새로운 시스템이 수행해야 할 주
요 기능,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각종 자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 각 자료간의 관계를 나타내
는 자료구조,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입력자료, 문서 및 제공하는 출력문서 및 보고서 명세,
평상시와 성수기 때 발생할 거래량 및 자료활용도, 새로운 시스템의 운영계획, 그리고 사용
자 정보요구사항이 포함된다.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요구를 알아보는 방법에는 직접질문법, 주요성공요인 분석, 그
리고 전략전환 방법이 있다. 직접질문방법은 시스템 관리자나 시스템 사용자에게 새로운 정
보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기존 정보시스템을 수정할 경우, 어떠한 기능이 새롭게 첨가되기를
원하는지 직접 질문을 통해서 알아낸다. 주요성공요인의 분석은 사용자의 활동분야에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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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시스템 관리자나 의사결정자로부터 알아내고 분
석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모인 요인들은 새로운 시스템 또는 개선된 시스템을 위한 중요한
정보가 된다. 전략전환 방법은 해당기업의 창업정신과 기업목표,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
전략계획 등이 새로운 정보시스템에 중요한 요구사항으로 전환되어 반영된다.
(5) 시스템 분석보고서의 작성
분석단계의 마지막 과정은 개발 전문가 집단이 이제까지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
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것이다. 시스템 분석 보고서는
분석활동과정에서 발견된 사실을 요약하고 문서화한 것이다. 운영위원회는 이 보고서에 근
거하여 시스템사업의 개발을 계속 수행할 것인가를 평가하고 개발 전문가 집단의 개발수행
능력을 평가하게 된다.
이 분석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스템분석의 목적, 범위 및 제약조
건, 분석과정에서 나타난 시스템 분석가의 분석내용, 기존시스템의 문제점과 강점, 기존시스
템의 개선 혹은 새로운 시스템의 설계를 위한 지침,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운영, 기술, 방
법, 계획) 및 경제적 타당성의 요약, 그리고 기존의 시스템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이 포함된다.

Ⅲ. 會計情報시스템의 設計

1. 시스템設計의 意義와 分類
시스템의 설계는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스템을 어떻게 개발하느냐를 구체적으
로 보여주는 과정이다. 건물이나 집을 세울 때 설계도면이 필요하듯 기업에서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때도 이러한 설계도가 필요하다. 시스템분석이 시스템 사용자의 정보요구사항을 충
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라면, 시스템
설계는 시스템 분석단계에서 제안된 시스템이 시스템목표를 어떻게 달성해야 하는지를 구
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스템 설계자는 시스템분석 단계에서 확인된 시
스템 기능들을 달성할 시스템 사양들을 상세히 기술한다. 정보시스템의 설계는 섬세함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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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 상식을 뛰어넘는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창의적인 작업이다.
시스템설계는 논리적 설계와 물리적 설계로 나누어진다. 논리적 설계는 시스템의 여러 구
성요소와 이들 상호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사용자 검토를 위한 논리적 설계대안을 만든다.
논리적 설계대안들은 시스템 사용자들이 자신의 요구를 가장 잘 충족시키는 시스템설계를
선택하도록 도와준다. 이것은 입력과 출력, 처리기능, 업무절차, 데이터모델, 통제 등을 기술
한다. 한편, 물리적 설계는 추상적인 논리적 모델을 기술적 시스템 설계로 변화시켜준다. 물
리적 설계에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입출력매체, 업무 절차, 그리고 통제
장치 등을 상세히 설계하게된다.

2. 論理的 設計
논리적 시스템 설계에서는 시스템 요구와 사용자 정보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시스템의 일
반적 개념의 틀을 설계한다. 논리적 설계 작업은 시스템 개발 대안의 평가와 설계명세서의
작성, 그리고 논리적 시스템 설계보고서의 작성의 순서로 설계작업이 이루어진다.
(1) 시스템 개발 대안의 평가
시스템을 논리적으로 설계할 때는 여러 가지 형태의 시스템 개발 대안을 생각할 수 있는
데 예를 들면, 상거래를 함에 있어서 수 작업에 의한 구입주문서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인터넷
을 통한 최신의 전자 상거래를 할 수도 있는데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시스템 개발
대안도 크게 달라진다. 시스템 설계사를 포함한 시스템 개발 전문가 집단은 다양한 시스템
개발 대안을 찾아내고 이 가운데 일정한 평가기준에 기초하여 각각의 시스템 개발 대안을
평가하게 된다. 시스템 개발 대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는 앞서 설명한 시스템 요구사항과
사용자 정보 요구사항을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는가와 각종 타당성 검사이다.
시스템의 개발에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 그리고 시간이 필요한데, 과연 이러한 자원이 투
입되는 시스템을 개발할 타당성이 있는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따라서 설계명세서를 작성하
기 전에 시스템 타당성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2) 타당성 검사
타당성 검사란 실행 가능성 검사라고도 하며 각각의 시스템 개발 대안이 기술적, 운영상,
법적, 일정상 그리고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타당성 검사를 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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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되는 타당성검사 보고서에는 각 시스템 개발 대안의 개요 및 문제점, 시스템의 수행능
력, 그리고 예상되는 유형 및 무형의 효과와 예상되는 비용 등이 포함된다.
1) 기술적 타당성과 운영상 타당성
기술적 타당성은 각 시스템 개발 대안이 요구하는 설비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개발
할 만한 기술적 능력을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즉, 제안된 시스템 개발
대안을 설계, 실행, 운영,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필요한 기술적인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
력을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검토한 결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교육훈련을
통해 자체 조달이 가능한가 아니면, 외부의 전문가의 지원을 얻거나 새로운 전문인력을 고
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한다.
운영상 타당성은 새로운 시스템을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이 의도한 대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으로 다음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첫째, 새로운 시스
템이 너무 복잡하여 사용자가 시스템사용을 회피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가를 검토한다. 둘째,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 적응이 어려워 사용자의 저항을 받을 수 있는가를 검토한다. 셋째, 새
로운 시스템의 빠른 진부화 가능성을 검토한다. 따라서 사용자의 저항감을 줄이고 새로운
시스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사용자의 시스템개발에
의 적극 참여를 권장, 사용에 간편한 시스템의 개발 등을 통해 새로운 시스템의 효율적 사용
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일정상 타당성과 법적 타당성
일정상 타당성 검사는 미리 정해진 기간 내에 개발되어 설치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를 검
토하는 작업이다. 일반적으로 예정된 날짜보다 개발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시스템
의 진부화가 빠른 경우는 일정상 타당성 검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법적 타당성 검사는 개발되는 시스템이 각종 법률이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지, 또는
시스템의 취득과 관련하여 시스템 공급업자와의 앞으로의 계약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검토
한다.
3) 경제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은 기업이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과,
개발할 시스템이 이에 투입할 자금과 시간 및 인력 등의 자원의 사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즉 비용과 효익 분석을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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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명세서의 작성
시스템 개발 대안들을 평가한 결과 최선의 대안이 선정되면 주요 시스템 구성요소 별로
논리적 설계와 설계명세서가 작성된다. 정보시스템은 사용자의 정보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논리적 설계 작업 가운데 출력과정의 설계가 가장 먼저 이루어
지며, 따라서 어떤 방법을 이용하여 어떠한 형식으로 정보를 출력시킬 것인가에 관한 출력
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음으로 처리와 절차에 관한 처리과정의 설계와 설계명세서를 작성하고, 자료저장과 출
력을 위해 필요한 자료 파일과 데이터 베이스 등 자료저장에 관한 설계와 설계명세서를 작
성하며, 그리고 출력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어떠한 형식으로 컴퓨터에 입력시킬
것인가에 관한 입력설계와 설계명세서를 작성한다.
각 시스템 구성요소별 설계와 설계명세서 작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출력설계는
모든 출력물의 보고서 양식, 보고서의 내용, 보고서에 포함될 정보의 양, 그리고 얼마나 자
주 출력보고서가 작성하여 보고하는가 등을 설계한다. 처리과정의 설계는 어떻게 입력된 자
료를 처리할 것인가와 처리 절차의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한 후 자료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내용을 출력하기 위해 필요한 수식연산, 비교연산, 논리연산 등을 설계한
다. 자료저장에 관한 설계는 출력 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하여 저장하는 자료항목은 무엇이며,
자료의 저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결정하여 설계한다. 즉, 처리해야 할 데이터의 구조
및 특성을 설계하고 또한 자료처리 분량과 속도, 데이터 레코드 및 파일구조 등이 설계된다.
입력과정의 설계는 어떤 자료를 입력할 것인가와 입력 자료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수집할
것인가를 결정하여 설계한다. 즉, 출력하기 위해 필요한 입력자료의 내용, 양식, 형태, 분량
등에 대한 설계이다. 그 밖에 보안설계가 있다. 보안설계는 자료 백업에 관한 설계로써 하드
웨어는 물론 소프트웨어, 데이터, 각종 필요한 자원을 만일의 경우 대비하여 예비로 준비하
여야 한다.
(4) 논리적 설계보고서의 작성
개발 전문가 집단은 개발 운영위원회의 검토와 승인을 받는데 필요한 논리적 설계보고서
를 작성하여 이들에게 제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는 다음 설계 단계인 물리적 설
계활동에 관한 지침이 된다. 보고서의 내용에는 정보이용자의 정보요구가 무엇이며 이를 충
족시키기 위해 선택된 정보시스템이 어떻게 이를 충족시키고 있는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
게 된다. 그밖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스템의 출력,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관
한 요구사항, 일반적인 처리과정의 흐름과 주요 프로그램 및 파일 그리고 입출력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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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와 절차에 대한 감사와 통제 및 보안 절차, 데이터베이스 및 입력에 관한 내용, 제안된
시스템의 실행과 유지에 필요한 자원목록, 시스템설계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가정 혹은 해
결되지 않은 문제 등이 포함된다.

3. 物理的 設計
시스템의 물리적 설계는 논리적 설계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의 구성요소
를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즉, 물리적 설계는 논리적 설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구체화시키는 창조적 작업이다.
(1) 물리적 설계 과정
물리적설계는 코드의 설계, 출력과정의 설계, 자료파일과 데이터베이스 설계, 프로그램과
절차설계, 입력과정의 설계, 통제설계로 이루어진다.4)
1) 코드의 설계
시스템의 물리적 설계는 그 시스템에 가장 적합한 코드체계를 선택하여 설계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먼저 코드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상코드는 설계 대상의 내용을
연상시키는 문자나 숫자를 결부시켜 외우거나 알아보기 쉽도록 설정한 코드이며, 순서 코드
는 예를 들면, 거래자료를 거래 발생 순서 등 일정한 순서를 기준으로 나열하여 일련번호를
할당한 코드이다. 묶음 코드는 코드를 유사한 속성을 가진 몇 개의 묶음으로 나누어 각 묶음
내에서 순서대로 번호를 할당한 코드이며, 집단 코드는 하나의 코드 대상 항목에 대해 두
개이상의 특성을 한꺼번에 나타내주는 코드이다.
코드의 설계에 있어서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오류를 발견하기 위한 장치인 검사용 자리수
(check digit)를 추가로 삽입하여 설계해야 한다.
코드설계를 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코드화를 할 대상 항목을 선정하고 그 기능을
명확히 하여 코드화의 대상이 되는 자료의 양을 조사를 한 후 적합한 코드방식을 결정한다.
그 다음 코드의 자리수와 각 자리에 할당할 내역과 번호를 부여하고 코드표를 작성한다.

4) 시스템활동이 입력과 처리 그리고 출력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설계작업은 출력설계로 시
작하여 처리설계, 그리고 입력설계의 역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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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력과정의 설계
출력과정의 설계는 새로운 시스템에서 출력되는 각종 출력 보고서와 문서 및 출력화면의
양식과 내용, 그리고 출력시기와 출력 빈도 수 등을 시스템 사용자가 원하는 형식으로 제공
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시스템 개발 전문가는 표준이 되는 보고서를 개발
하고 그 보고서의 내용과 형식이 사용자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가를 확인한다. 출
력과정을 설계할 때 시스템 설계 전문가는 시스템 사용자의 출력 정보에 관한 요구를 최대
한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출력 보고서에 대해 만족할 수 없다면
시스템 설계 전문가는 사용자의 의견에 따라 출력설계의 내용을 수정해야 하며, 사용자는
그것을 검토함으로써 그것이 수용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할 수도 있다.
출력 보고서의 형태는 크게 정기 보고서, 특수 목적 보고서, 예외 보고서의 세 가지로 요
약할 수가 있다. 정기보고서는 사전에 정해진 양식과 내용을 가지고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
적으로 작성되는 출력 보고서이다. 예를 들면, 주간 판매분석표, 월간 업적 보고서, 그리고
반기 또는 결산재무제표 등이 이에 해당된다.
특수목적 보고서는 정기보고서와는 달리 사전에 보고서의 양식과 내용이 정해져 있는 것
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자 등이 특수한 상황에서 특별한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
하게 되면 이에 대한 응답으로 작성되어 제공되는 부정기 보고서이다. 그리고 예외보고서는
정기보고서와 같이 사전에 양식과 내용이 정해진 보고서인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
우 작성되는 일종의 부정기보고서 이다.
3) 자료파일과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며,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료파일
과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수정하여 사용범위를 확대
하거나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변경해야 한다. 특히 전통적인 파일시스템에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형태로 변환하는 경우 어떤 데이터모형을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시스템 설계 전문가가 자료파일과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는 저장
매체, 검색 방법, 그리고 처리 방법 및 갱신 빈도수가 있다. 우선, 자료의 저장매체를 어떤
것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자료는 자기 디스크와 자기 테이프, 그리고 광디스
크 등 다양하다. 다음에는 자료의 검색 방법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자료의 접근 방법에는 순차접근, 색인순차접근, 무작위 접근 등 여러 가지 접근 방법 가운
데 선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처리방법과 갱신 빈도이다. 처리방법의 경우, 일괄처리와 온
라인처리 그리고 실시간 처리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처리방법 가운데서 선택해야 하며 갱신
빈도수의 경우, 자료파일은 얼마나 자주 최신의 자료로 바꾸어 주어야 하는가를 결정하여
설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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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그램과 절차설계
프로그램의 작성과 검증은 시스템의 구축과정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과정이
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 프로그램을 분할하는데, 이
분할된 프로그램을 모듈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이 모듈 프로그램은 잘 정의되고 독립된 작
은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분할하여 각 모듈 프로그램으로 하여금 서로 다른 기
능을 수행하게 하면 프로그램의 복잡성을 줄이고 변경을 쉽게 하고 신뢰성을 높이고 유지보
수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개발 단계에서 해야할 것이 프로그램의 코딩과 검사이다. 코딩은 설계의 결
과물을 토대로 컴퓨터언어로 프로그램화하는 과정인데 프로그램을 쉽게 사용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이며, 검사는 프로그램의 결점을 발견하여 고치는 과정인데 각 모듈 프로그램별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지 검사하여 오류가 발견되면 이를 수정한 후 각 모듈 프로그램
을 통합하여 통합된 프로그램을 검사한다.
절차의 설계는 새로 개발된 시스템의 여러 활동에 관한 사용자로부터의 문의 사항에 대해
설명해줄 수 있는 사용자 설명서 또는 사용자 교육용 교재 등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
서 이러한 절차를 개발할 때 시스템의 모든 활동에 대해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그
리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사용자 설명서에는 자료입력의 준비작업, 거래의 처리작업, 오류의 탐지와 시정, 자료베이
스로부터의 자료 검색, 출력보고서의 작성 등이 포함된다. 절차의 설계는 설계전문가가 작성
할 경우 정확성과 시스템사업의 효율적 통제라고 하는 장점이 있으나, 이해의 어려움이 따
를 수가 있으므로 사용자와 상호 협의하여 절차의 설계를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5) 입력과정의 설계
입력과정의 설계는 입력해야할 자료가 무엇이고 그 자료는 어디에서 발생하며 어떤 입력
매체를 사용하여 입력할 것인가를 설계한다. 입력장치는 과거의 키보드 입력에서 오늘날 마
우스, 스캐너, 음성입력 등으로 발전하고 있다. 유통업의 경우 판매시점 자동판독시스템을
이용하여 입력의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광학문자 판독기를 이용하여 많은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게 되었다.
시스템 설계 전문가는 입력과정을 설계할 때 입력자료의 형태와 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하
는 과정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입력과정을 설계를 하기 전에 먼저 원시자료를 수집하여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시키고 그 정확성을 검증해 보아야 한다. 입력과정의
설계는 입력정보의 발생에 관한 설계, 입력정보의 수집에 관한 설계, 입력정보의 매체화에
관한 설계, 입력정보의 투입에 관한 설계 순서로 진행된다.
자료의 형식, 데이터의 발생장소, 발생 빈도 등에 따라 이용하는 입력방식이 달라진다.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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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방식에는 중앙 부서에서의 일괄 입력, 현장에서의 입력, 자동 입력, 그리고 자료 전송 입
력의 네 가지가 있다. 중앙 부서에서의 일괄입력 방식은 발생한 자료를 거래전표에 기록하
여 일정한 기간별로 한데 모아 입력 전담사원이 한꺼번에 일괄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이를
일괄입력 방식이라고 한다. 현장에서의 입력은 자료가 발생한 현장에서 직접 입력을 하고
이들을 일정한 기간별로 한데 모아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이다. 자동입력 방법은 입력자료
의 매체화를 하지 않고 시스템의 자동판독장치 등에 의해 직접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이
다. 자료전송 입력 방식은 현장입력 방식이 발전한 형태로 본사에서 멀리 떨어진 지사 등에
서 발생한 자료가 전화회선이나 전용회선을 통해 온라인으로 전송되어 본사의 중앙 시스템
에 입력되는 방법이다.
6) 통제설계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과 정확성의 확보를 위하여 통제가 필요하다. 입출력과 처리기능,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적절히 통제하여야만 시스템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시스템의 주요 활동의 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용하
지 않은 무가치한 정보가 출력될 위험이 발생할 수가 있다. 따라서 통제장치는 시스템의 효
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 내에 내장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입력에서부터 출력
에 이르기까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오류를 최소화하며, 또한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할 수 있
도록 통제설계를 해야 한다.
(2) 물리적 시스템 설계대안의 평가
설계과정은 한 가지의 설계안만을 제시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선택과 대안들도 함께 제
시된다. 이러한 설계대안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평가되고 최종적으로 최선의 대안이 선택
되어 확정된다.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평가과정을 통해 최종선택이 이루어진다.
1) 집단의 의견일치
집단의 의견일치는 의사결정 집단이 여러 가지 대안을 평가한 결과 의견의 일치를 통해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다. 여기서 의사결정 집단이란 시스템 설계 전문가를 포함한 개발전문
가 집단을 말한다.
2) 비용/효과 분석
시스템 설계 전문가가 제시한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각각의 모든 비용과 효익을 화폐 단
위로 표시하여 이를 서로 비교하여 이 가운데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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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중치 분석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를 목록으로 만든 후 그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 후, 각
대안별로 점수를 계산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결국 점수의 합이 가장 높은 설계 대안이 최
종적으로 선택된다.
(3) 물리적 시스템 설계보고서 작성
철저한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설계가 선택이 되면 시스템설계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 보고서에는 코드의 설계, 출력과정의 설계, 자료파일과 데이터베이스 설
계, 입력과정의 설계, 프로그램과 절차설계, 통제설계의 내용이 포함되며 개발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얻어 다음의 개발 단계인 시스템의 실행으로 옮겨진다.

Ⅳ. 會計情報시스템의 實行

시스템의 실행은 크게 컴퓨터시스템의 확보와 시스템 실행작업의 수행의 과정을 거쳐 완
성된다.

1. 컴퓨터시스템의 確保
시스템의 설계작업이 끝나면 이어서 최종적으로 선택되어 결정된 시스템 설계대안을 충
족시킬 컴퓨터시스템을 확보하게 된다.
(1) 하드웨어의 확보
기존의 보유하고 있는 하드웨어로 새로 개발될 시스템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 추가 또는
새로이 하드웨어를 확보하거나 기존의 하드웨어의 성능을 개선시켜야 한다.
1) 하드웨어의 평가기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하드웨어 확보할 때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원하는 응용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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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을 효과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능력, 중앙처리장치의 처리속도 및 용량, 보조기억장치의
용량, 입출력 및 통신용량, 구입 설치와 유지보수 비용, 고장에 따른 위험과 오류 통제 및 진
단능력을 나타내는 시스템의 신뢰성 및 추가모듈을 취득할 경우 확장 및 개선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시스템의 확장성, 하드웨어에 응용된 기술의 수준, 사내 다른 하드웨어와의 호환
성, 보증 및 사후 지원과 유지보수, 그리고 사용자의 안락함과 친숙함 등의 요소를 고려

하여 하드웨어를 평가해야 한다.
2) 하드웨어 성능 측정법
처리속도는 1초에 명령을 얼마나 많이 수행하는가를 측정하는 MIPS(million instructions per
second)이나 TIPS(trillion instructions per second)이 있다. 명령혼합은 각기 특성이 다른 명령을
혼합하게 수행하게 하여 그 수행시간의 가중평균치를 구하는 방법이다. 커널(kernel)프로그램
은 특별히 고안된 수학프로그램인 커널 프로그램을 제안된 각각의 하드웨어에 실행시켜, 그
실행시간을 비교하는 방법이다.
3) 하드웨어의 확보 방법
기업이 시스템을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시스템의 도입과 외부서비스의 이용의 두 가지 방
법이 있다. 시스템의 도입이란 시스템을 기업 내에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시스템을 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시스템의 관리상의 어려움과 운
영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대신, 외부의 시스템서비스 제공업체로
부터 서비스를 일정한 비용을 지급하여 공급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시스템을 조달할 업체가 결정되면 도입을 하게 되는데 도입하는 방법에는 구입, 임대, 리
스, 그리고 외부 서비스의 이용의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
(2) 소프트웨어의 확보
소프트웨어의 확보는 자체 내에서 개발, 외부에 개발의뢰, 그리고 상용패키지 구입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자체개발
기업에 따라 소프트웨어에 대한 요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자체의 소프트웨
어 개발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소프트웨어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기업은 자체의 전문인력을 이용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를 자체적으로 개발을 할 경우, 사용자의 정보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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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기업 내의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성이 높다. 또한 개발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기
업 내에 상주하고 있어 시스템환경의 변화에 따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변경 또는 수정을
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정보기술이 축적되며 아울러 기업의 중요한
정보의 외부 유출이 방지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개발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
요되며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2) 외부에 개발의뢰
기업 내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전문 인력이 없거나 충분치 못하지만, 원하는 소프트
웨어를 개발하고자할 경우는 외부의 전문업체에 개발을 의뢰하게 되는데 이를 외부개발 의
뢰라고 한다. 특히 중소규모나 신규기업의 경우 자체의 전문 인력의 확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을 많이 이용한다. 이 방법은 기업내의 전문인력의 부족한 가운데도 사용자
의 정보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비교적 짧은 기간이내에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개발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중요한 정보가 이 개발업체를 통하
여 외부로 불법으로 유출될 수가 있으며,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충
분히 만족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다.
3) 상용 패키지 구입
사용자의 기능별 또는 업종별 정보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상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패
키지가 최근에 많이 만들어져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다. 이 방법은 구입비용이 비교적 저
렴하고 짧은 기간 내에 프로그램의 사용이 가능하며, 구입 직전에 소프트웨어의 성능검사를
통해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구입한 후에 적은 비용으로 성능이 향상된 새 버전으
로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작은 규모의 전산인력으로도 정보시스템 부서
의 운영과 관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개발을 의뢰한 것이 아니기 때
문에 사용자의 정보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필요할 때마다 외부에
서 구입하여 사용하므로 기업 내에 정보기술의 축적이 안되며 기업내의 다른 소프트웨어와
의 호환성이 없게 된다. 또한 공급업체로부터 구입한 후에 받을 서비스의 내용과 질을 통제
할 수 없으며 서비스 기간도 일정 기간으로 제한되어 있다.
상용 패키지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업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제품도 고품질화 되고 다
양해짐으로 인해 앞으로 상용 패키지의 사용이 증가할 전망인데, 특히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신규기업의 경우 많이 이용한다.
4) 최선의 확보방법의 선택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의 확보 방법가운데 최선의 방법을 선택을 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자의 정보요구사항을 최대로 만족시킬 수 있는가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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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해야하며, 다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와의 호환성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기업의 인력
및 기술수준을 고려해야 하며 구입비용 이외의 추가비용이 있는지, 사용상 편의성이 충분한
지, 그리고 작업일정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특히 외부에 개발을 의뢰하는 경우와 상용 소프트웨어 패키지 구입할 경우, 공급자가
제공하는 교육훈련과 기술지원 등 사후 서비스 제공의 내용과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3) 공급제안서 작성과 공급요청
시스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확보를 위해서는 적합한 공급업
체를 찾아야 한다. 일차적으로 선정된 공급업체에게 공급제안 요청서를 보내게 된다. 제안요
청서는 공급업체의 제안을 받기 전 시스템 요청자의 요구사항과 평가기준을 명확히 하여 이
를 문서화한 것이다. 제안요청서의 작성 지시 내용에 따라 공급업체는 공급 제안서를 정해
진 기간 이내에 제출하고 공급제안을 요청한 기업은 이 제안서를 받아 정해진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가장 적합한 공급업체를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된다.
공급제안 요청서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요청 기업의 기초자료, 현재 운영하고 있
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내역, 처리형태와 입출력, 자료파일 및 데이터베이스, 처리 주기, 하드
웨어 및 소프트웨어 명세 등 공급하는 시스템의 내역과 유지보수 및 서비스조건, 공급제안
서 제출시한, 공급제안서 평가기준, 시스템개발 일정계획, 시스템 구입가격 등이 포함된다.
공급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에는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요청자가 필요한 하
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및 제반 요건의 명세를 공급자에게 제시하여, 제시된 조건을 만족하는
시스템을 얼마의 가격 및 조건으로 제공하겠다는 제안서를 공급업자로부터 받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공급업체간의 경쟁을 유발시켜 공급제안가격을 낮출 수 있으며 제안서의 평가가
비교적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서의 작성에는 전문적 지식과 많은 자
원이 소요되며, 수용자가 미처 모르는 신기술이나 더 좋은 시스템 대안을 공급자가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단점이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요청자가 개략적으로 시스템의 목적과 현행 정보시스템의 문제점 및 정보
요구사항을 설명하고 공급업자는 이를 바탕으로 공급업자의 자유 판단에 따라 공급을 제안
토록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공급자로 하여금 그들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장 최신의 기
술로 만든 시스템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제안서를 평가하기가 쉽지 않
으며 최신의 기술을 반영하는 관계로 공급제안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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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서 평가와 업체선정
시스템의 도입을 원하는 기업으로부터 공급제안서 요청을 받은 공급업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공급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면 일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이들을 평가하여 최적
의 공급업자를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된다.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평가하
기 위한 기법에는 성능의 속성비교 검토법, 커널프로그램 사용법, 벤치마크법, 그리고 모의
실험법 등이 있는데 이들을 다음에 설명하기로 한다.
1) 속성의 비교 검토법
성능평가를 위해 단어크기, 명령시간 등과 같은 성능의 속성들을 비교 검토한다. 그러나
이러한 속성들은 소프트웨어가 시스템 하드웨어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2) 커널 프로그램 사용법
커널 프로그램이란 소규모의 표본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할 시스템에 수
행시켜 시스템의 처리능력을 시험할 수가 있다.
3) 벤치마크법
벤치마크법은 공급을 요청한 기업이 실제로 사용할 응용 프로그램의 표본 프로그램인 벤
치마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 기법은 도입할 시스템에 대해 검사용 벤치마크
프로그램과 검사용 데이터를 이용하여 처리를 수행하여 그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공급
요청을 하는 기업은 소프트웨어의 환경과 기존의 각종 응용프로그램을 반영하여 벤치마크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공급할 시스템의 평가에 대비하여야 한다.
4) 모의실험법
모의실험법은 비교적 복잡한 시스템의 평가에 사용되고 있다. 모의실험 모형에 예상되는
처리작업, 작업파일, 입출력용량, 공급을 제안한 하드웨어 등에 관한 자료를 입력하면 모의
실험을 통하여 처리결과를 보여준다.

2. 시스템實行 作業
시스템의 실행 작업5)에는 기존의 시스템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시키는 데 필요한 여러

5) 시스템의 실행작업에 앞서 실행 작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행계획을 미리 수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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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활동이 포함된다. 이 실행 작업은 새로운 시스템을 운영할 전문인력의 채용과 훈련교육,
시스템의 설치 장소의 확보, 프로그램의 개발, 소프트웨어 검사, 시스템 검사, 각종 표준의 개
발, 문서화 작업, 자료파일의 전환,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전환의 과정을 거쳐 완성된다.
(1) 전문인력의 채용과 훈련교육
새로운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을 운영할 전문인력
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업 내의 다른 부서에서 유능한 인재를 차출할 수도 있으
며, 이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외부로부터 신규로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도 있다. 전문인력이
어떤 방법으로든 확보가 되면 이들을 새로운 시스템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시스템 사용자들도 새로운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받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저항감을 극
복할 수 있는 것이다.
(2) 시스템의 설치장소의 확보
새로운 시스템 장비가 설치될 장소를 확보하며, 동시에 시스템 설치하기 전에 필요한 각
종 부대장치를 설치한다. 부대장치의 예를 들면, 근거리 통신망을 설치한다든지, 온도와 습
도 자동 조절장치를 시스템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
리고 공간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나중에 있을지도 모를 시스템의 확장에 대비하
여 여유가 있는 장소를 물색해 두도록 한다.
(3) 프로그램의 개발
프로그램의 개발이란 시스템 설계명세서를 기초로 하여 설계된 시스템에 적용할 응용프
로그램을 작성 또는 코딩하는 것을 말한다. 상용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구입하여 사용하지
않는다면 기업은 스스로 응용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법으로는 정형화된 프로그래밍과 컴퓨터지원 소프트웨어공학 방법이 있다. 정형화된 프로
그래밍이란 전체 프로그램을 여러 개의 작은 모듈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각 모듈 프로그램을
먼저 개발한 후 나중에 모든 모듈 프로그램을 통합시키는 개발 방법이다. 컴퓨터지원 소프
트웨어공학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의 개발을 자동화 시켜준다.

수가 있는데, 이에는 간트도법과 프로그램평가법(PERT)이 주로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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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프트웨어 검사
외부로부터 상용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구입하든지 아니면 기업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이든지 상관없이 프로그램상의 하자의 유무나 기능상의 온전성 여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시정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검사방법으로는 책상앞 검사와 모듈검사 또는 프
로그램검사가 있는데, 가장 간편한 책상앞 검사는 각 프로그램의 지시 내용을 눈으로 확인
하여 논리상의 오류가 있는지를 발견하는 방법이며, 모듈검사 또는 프로그램 검사는 오류가
포함된 검사용 자료를 모듈 프로그램 또는 통합 프로그램을 직접 이용하여 처리케 함으로써
처리결과를 검토하여 프로그램의 이상 여부를 검사하는 보다 확실한 검사 방법이다.
(5) 시스템 검사
시스템 검사란 개발한 정보시스템의 전체적인 기능을 테스트한다.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
는 모듈 프로그램들이 통합적으로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또는 시스템의 실제의 작동이
원래의 설계와 일치하는지를 테스트한다. 즉, 시스템 검사란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시스템
을 구성하는 자료파일과 데이터베이스, 입력자료와 출력보고서, 그리고 하드웨어를 종합적
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시스템 검사는 일반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1차 시스템 검사는 시스템상의
오류나 문제점을 발견하여 조정과 시정을 하고 시스템의 각 구성요소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2차 검사는 사용자 수용검사라고 하며, 시스템 사용자가 직접
실제 자료를 사용하여 처리한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여 그들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는지를
결정한다. 시스템 사용자가 확인한 결과 만족한다는 결론이 나오면 개발한 새로운 시스템이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어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6) 각종 표준의 개발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 또는 시스템의 변경은 새로운 표준을 필요로 한다. 이를테면, 새롭
게 표준화된 자료항목과 코드, 새롭게 표준화된 사원의 업무내용, 그리고 새롭게 표준화된
자료흐름도의 작성기법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7) 문서화 작업
문서화란 새로운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사용자 사용설명서를 포함한 각종
필요한 문서를 개발하는 작업을 말한다. 예를 들면, 시스템운영의 절차와 입출력 화면,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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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그리고 출력보고서 양식 등의 문서화를 들 수 있다. 문서화는 특히, 시스템의 오류를
진단하고 시스템을 수정하는 경우에 중요하며 그 시스템에 대한 세부적인 기록이 필요하다.
또한 새로 배치된 사원들의 업무책임을 확실히 하여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
(8) 자료파일의 전환
자료파일의 전환은 자료처리 방식의 변경, 파일저장 방식의 변경, 그리고 컴퓨터 저장매
체를 변경할 때 이루어진다. 자료처리 방식의 변경의 경우, 수 작업에 의한 장부상의 자료를
컴퓨터 자료파일로 옮겨 저장한다든지, 또는 일괄 전산처리를 위한 자료파일을 실시간 전산
처리를 위한 자료파일로 전환시켜는 것을 의미한다.
파일 저장방식의 변경의 경우는 파일저장 방식에서 데이터베이스 저장 방식으로 변경할
때 자료파일을 재구성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컴퓨터 저장매체의 변경이란 자기디스
크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자기 테이프나 광디스크에 옮겨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9) 시스템의 전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을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사용으로 바꾸는 과정을 말한다.
시스템을 전환하는데는 일반적으로 직접 전환법, 모듈러 전환법, 단계별 전환법, 그리고 병
행전환법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6)
1) 직접 전환법과 모듈러 전환법
직접전환법은 일괄전환 또는 일시전환이라고도 하며 앞서 설명한 시스템의 실행작업을
완료한 즉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중단하여 폐기시키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완전히
교체하여 작동시킨다. 이 전환 방법은 시스템이 단순하거나 새로운 시스템의 사용이 매우
급한 경우 사용될 수 있으나 매우 위험성이 있는 방법으로 이는 예비파일의 준비 없이 기존
자료파일을 갱신하는 것과 같다. 이 방법은 전환비용이 적게드나 새로운 시스템으로 교체
하여 작동시킨 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결국 다른 전환 방법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모듈러 전환법은 파일롯(pilot) 전환법이라고도 하며 기업의 여러 부서 가운데 특정의 한
부서를 선택하여 시험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전체 기업조직에서 실행해도 좋다고 판단할
때까지 이 시험 부서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시킨다.
6) 새로운 시스템이 운영되면 시스템개발 목적에 부합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시스템 사후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시스템 사후평가방법으로는 효익/비용분석, 벤치마킹 평가법, 그리고 가중
치 평가법 등이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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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가동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이 새로운 시스템을 기업전체로 확대하여 실행한다.
2) 단계적 전환법과 병행전환법
단계적 전환법은 시스템의 여러 구성요소 가운데 일부를 선택하여 실행한 후 점차적으로
시스템 전체로 확대하여 실행한다. 즉, 새로운 시스템의 기능을 단계별로 전환하는 방법이
다. 이 전환 방법은 기업조직내의 점진적인 실행이 가능하며 새로운 시스템의 구성요소와
기존 시스템의 구성요소간에 차이가 클 경우 매우 효과적이다.
병행전환법은 기존 시스템과 새로운 시스템 둘 다를 동시에 병행하여 실행하는 방법이다.
즉, 시스템 사용자들이 새로운 시스템의 여러 기능을 올바로 파악할 수 있을 때까지 기존의
시스템을 폐기하지 않고 새로운 시스템과 함께 운영한다.
새로운 시스템에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존 시스템이 보완해주기 때문에 매우 안
전한 방법이나, 두 시스템을 동시에 운영함으로 인해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Ⅴ. 結

論

회계정보시스템의 수명주기법을 이용한 개발은 시스템분석, 설계, 그리고 실행의 순서로
진행된다. 시스템의 분석은 현행시스템의 강점과 약점의 조사와 분석, 그리고 시스템의 기능
적 요구사항과 정보이용자의 정보요구의 파악으로 구성된다. 시스템의 설계는 시스템의 분
석에서 확인된 시스템과 정보요구사항을 구체화하는 작업으로 논리적설계와 물리적설계를
거쳐 완성된다.
마지막으로 시스템의 실행은 시스템의 설계과정에서 제시된 시스템의 확보와 설치, 시스
템운영 담당자의 교육과 훈련, 소프트웨어의 테스트,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의 작동 등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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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Analysis, Design and the Implementation of an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Chan-Min L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and analyze the three major activities performed in the
development of an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During the analysis phase, the current system is
surveyed and analyzed, the information needs of managers and other users are identified, and the
requirements for a new or improved system are determined.
During the design phase, the first step is to design a conceptual system that meets both the
functional system requirements and the information needs of users. And the second step is to
determine that the conceptual design is feasible-technically, operationally, legally, and economically.
After the preferable design alternative has been chosen, the system specifications-pertaining to
outputs, data base, procedures, and controls-are stated.
During the implementation phase, computer resources are selected and implementing activities
such as installing computer hardware, training affected employees, and testing the software, are
con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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