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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 정보의 수요･공급이 실행성과에
미치는 영향
이경종*･김문겸**

국문요약
최근 재정공개 범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분석지표가 세분화되는 상황에서 일자리 감소, 감
염병, 인구감소 등 자본시장의 악화로 인하여 정치가(의회 의원), 민간회계 전문가, 학계･시민단
체 등 소비자 중심의 회계정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의 활용에 대한 그
간의 연구는 주로 회계정보 공급자에 집중되어 회계정보의 수요자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
족하였다.
본 연구는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회계정보 구성체계가 수요자와 공급자의
실행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분석하여 새로운 회계혁신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
다. 연구결과 회계정보 구성요소인 회계담당자의 업무 전문성, 안정적 예산지원, 자본시장의 재정
상황, 민간･학계의 자문이 회계제도의 수용성과 활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
정주체인 수요자와 공급자, 이행장벽인 조직특성, 기관규모, 정치성향에서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기존 공급자 중심의 규범적인 틀에서 나아가 회계정보의 다양한 수요자와 이
를 수행하기 위한 이행장벽을 차세대시스템에 반영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원활한 공급을 통하여
회계혁신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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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방회계제도의 도입은 2007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시스템)의 전국적
인 배포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지속적인 기능개선과 제도보완을 하였으
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회계정보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였고 재정환경 변
화와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존 시스템으로는 다양한 수요자를 위한 회계정
보의 공급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면 재무결산 시기와 방
식 및 재정공개 범위 등의 대폭적인 변화가 있었으며, 모바일, 전자정부표준프
레임워크, 빅데이터, AI 등 최신기술의 출현이라 할 수 있다.
2020년 정부는 변화에 대응하고 재정혁신을 위하여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
스템(이하 차세대시스템)을 재구축하게 되었다. e호조라 불리는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은 행정안전부 및 243개 광역･기초단체에서 사용하는 공통시스템이며,
7개의 응용 S/W는 39개의 단위시스템, 166개의 서브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
고, 지출건수는 연간 136만 개, 지방보조사업 사업자 수는 663,274개(사업자,
개인), 통계자료 제공 건수는 약 108만 건을 처리하는 시스템이다(한국조세재
정연구원, 2020). <표 1>과 같이 재정 규모면에서 살펴보면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이 논의되던 2003년에 127조 원에서 2020년 229.5조원 규모로 약 2배 가
량 증가하였고 1일 평균 약 657,000건의 지출을 처리하고 있는 초대형 시스템
이라 할 수 있다(지방재정연감, 2003, 2019, 2020).

<표 1> 회계정보 생산 규모
구분

민간보조 사업자수

대금 청구건수

사용 부서수

연간 지출건수

수량

663,274

1,804,550

14,914

1,363,170

참조: 예비타당성조사 자료 정리; 2017년 기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연구는 회계제도의 도입과 정착을 위한 생산
자 중심의 규범적인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기관 관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정부회계 정보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적으로 사회적, 정책적 필요에 따라 재정의 유연성을 요구하는 NGO, 시민단체
등 소비자 중심의 실증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 생산･공급자
중심의 선행연구를 보완하는 소비･수요자의 관점에서 실행성과의 영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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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필요하였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규범적 체계하의 행정구
조 변수뿐 아니라 사회구조 변수도 실행성과 영향에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재정
주체와 이행장벽이 조절할 수 있는 지를 Lüder의 정부회계혁신 모델을 기반으
로 실증연구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차세대지방회계가 다양한 회계정보 수요･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예상되는 이행장벽의 조절작용을 연구함으로써
지방회계혁신에 기여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지방회계의 개요와 회계개혁 추진과정
1) 정부회계 도입과 회계개혁 추진과정

우리나라 정부회계의 도입과정을 살펴보면 2004년 국제회계사협회(IFAC*)의
공공부문위원회(PSC**)에서 독립된 회계제정기구로 국제공공부문 회계기준
(IPSAS***)이 제정되었으나, 한국이 채택한 국제공공부문 회계기준(IPSAS***)1)
은 국제적으로 일반화되지 못하였었다.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이 고품질의 회계기준이라는 사실이 세계적으
로 알려져 있지만 채택이 잘 안되는 이유는 각국의 역사, 가치관, 법적･정치적･
경제적 제도 등 정부회계 환경이 달라 채택의 효익이 부족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IPSASB는 2015년부터 미래전략의 일환으로 회계기준의 IPSAS 채택이 증
가하면서 재정관리와 회계지식을 강화한다는 전략목표를 가지고, 고품질의 공
공부문 재무보고 기준의 개발, 공공부문에 대한 회계보고 문건 개발, IPSAS 인
지도와 채택에 따른 효익 제고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이후 IPSAS의 채택은 전
세계에 걸쳐 확산하게 되었다.

1) *IFAC: 국제회계사협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 **PSC: 공공부문위원회
(Public Sector Committee), ***IPSASB: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 ****EPSAS: 유럽공공부문회계기준(European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의 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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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의 추진과정을 보면, 1990년대 IMF의 권고로 정부는 발생주의 복식
부기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때까지만 하여도 정부재정은 단년도 회계를 위
한 통제중심의 품목예산 제도를 운용하고 있었으나(이원희, 2019), 자율성을 강
화한 사업중심의 예산제도와 발생주의 복식부기 제도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 알기 쉽게 세분화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회계정보 소비자의 참여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복식부기제도는 지방재정이 국가
재정보다 먼저 도입하였는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시 중요한 과제는 사업
예산제도와 발생주의 복식부기의 도입이 관건이었다.
사업별로 예산을 운용하는 사업예산제도는 서울시가 이미 1998년부터 도입
하여 운용 중인 성과주의 예산을 기반으로 하였고(이세구, 2003), 복식부기는
부천시청과 강남구청에 도입한 경험이 바탕이 되었다. 여기에 발생주의 복식부
기 결산 재무제표를 작성할때 공인회계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
하는 것을 지방재정법에 포함(강인재, 2009; 김명희, 2006)함으로써 지방재정
관리시스템은 전국으로 확산(2007년)하게 되었다. 이후, 지방재정은 2015년 지
방재정공개제도에 의한 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를 도입하였고, 2016년
지방재정법에서 분리하여 지방회계법이 발효되면서 재무결산 기능이 새로 보
완되었다. 국가재정은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통합을 위한 열린재정과(남상욱,
2020) 정부재정통계(GFS)와 국가부채통계(PSDS) 작성에 지방회계의 결산자료
가 추가되었다(정승호, 2019). 따라서 회계정보는 지금까지 경실련, 참여연대
등 소수의 이해관련 단체 중심에서 일반 시민도 회계정보의 접근이 용이하게
됨으로써 소비자 관심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2) 정부회계 개혁에 관한 선행연구

Lüder(1989)는 정부회계 혁신모델에서 유권자, 이해집단, 정치인 및 행정가
간의 교환관계로 구성된 “시장(Market)”이 존재한다고 가정하였다. 이 “투표시
장(Market for electoral votes)”에서 정치인과 정당은 득표를 위해 유권자의 요
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경쟁과정을 겪는다. 이러한 경쟁은 여러 형태를 가정할
수 있는데, 예를들면 후보자 간의 당선을 위한 선거경쟁, 후보자 정당 내 지명
경쟁, 이해 관계자 지원경쟁 또는 제휴 파트너와의 경쟁 등을 말하며,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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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정보 수요와 공급의 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Lüder, 1992).
Lüder(1989)는 미국, 캐나다 및 독일 등 유럽국가에 대한 비교연구 체크리스
트를 통하여 자극(Stimuli), 정보 사용자의 사회구조, 입법･행정시스템, 이행장
벽의 네 가지 변수가 ‘재정혁신에 회계시스템이 유리한 조건인가? 불리한 조건
인가?’는 변수의 조합에 따라 다르다고 하였다. 이는 GAAP을 채택한 미연방,
덴마크, 스웨덴 등에서 유리하였으며, 채택하지 않은 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
서는 불리하다고 하였다(Lüder, 1989).
이 연구를 토대로 CIGAR에서는 정부의 회계제도 개혁을 위한 기준모델에 수
정모델들을 제공하여(Chan et al., 1996) 뉴질랜드, 호주, 영국뿐만 아니라(이남
국, 2005), 스웨덴, 핀란드, 캐나다 등 영연방 국가와 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
서 이 연구모델을 정부회계 혁신모델로 활용하게 되었다. 국내에서도 이남국
(2003), 편호범(2005), 박성동(2014) 등이 우리나라의 재정상황에 맞게 수정하
여 회계혁신 모델을 연구하였다.
Lüder와 함께 연구한 시카고 일리노이 대학의 교수인 Chan(2003)을 주축으
로 한 CIGAR는 국제공공부문 회계표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부간 비교회계
표준을 연구(2006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제공공부문회계표준(IPSAS)을
발표(2008년)하여(Chan, 2008) 정부 회계혁신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우리나
라에서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배포(2008년) 시점과 동일하여 회계표준
(IPSAS)의 전국적으로 도입하기는 어려웠다.
Lüder이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온 Ouda(2019)는 복식부기 회계 도입을
중심으로 재정혁신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있으며, 발생주의 회계도입
문제를 요소로 인식하고 전체 개혁과정을 설명하는 전환-프레임워크의 포괄적
인 모델을 제시하였다(Ouda, 2017a). 그는 중앙정부의 회계제도의 규범적 모델
(Hassan, 2010), 정보적합 이론 모델(Ouda, 2019), 회계정보 유용성 이론 모델
(Ouda, 2017b) 등 다수 논문을 발표하면서 Lüder의 정부 회계혁신 모델을 실제
여러 나라에 적용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Lüder의 모형을 근거로 한 변수를 정
리하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자극(StimuIi) 변수로 재정상황, 재정스캔들,
민간시장, 전문적인 관심사 요인을 사회구조 변수로 사회･경제적 지위, 정치문
화로 구분하였으며, 제도･시스템 구조면에서는 직원교육, 행정문화, 정치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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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의하였다. 이행장벽으로는 조직특성, 법률시스템, 회계사의 자격, 관할
구역의 규모를 변수로 정의하였다. Lüder는 자극요인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사
용자의 기대변화와 생산자의 행동변화가 일어나고, 조직문화 특성 등 이행장벽
에 따라 회계시스템이 도입(or not)되는 것을 회계혁신으로 정의하였다(Lüder,
1992). Lüder의 정부 회계혁신 모델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발생
주의 복식부기(이하 지방회계제도)는 도입 시기를 전후하여 많은 연구들이 있
었다.
<그림 1> Lüder의 정부회계 혁신모델

대표적인 연구로써, 이남국(2003), 편호범(2004), 박성동(2014) 등의 연구에
이들의 모델을 적용하였다. 우선, 이남국(2003)은 Lüder의 재정혁신 모델을 적
용한 연구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부회계 개혁 추진과정을 충격 변수,
사회구조 변수, 정치구조 변수, 행정구조 변수, 시행장애 변수를 분석하여(이남
국, 2003), 향후 과제를 전문적인 교육, 학자･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연구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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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역할 강화, 정부회계기준 총괄기구 설치, 정부 회계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최소인력으로 다양한 정보제공 방안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산을 반
영한 법령개정의 변수를 제시하였다(이원희, 2016). 편호범(2005)은 Lüder의 정
부회계혁신 모형을 토대로 개인특성, 과업특성, 조직특성, 환경특성을 독립변
수로 하고 종속변수로는 실행성과를 유용성과 편의성으로 설정하여 연구하였
으며, 박성동(2014)은 이전의 연구와 다르게 국가재정시스템의 도입 이후 회계
혁신에 대한 연구 논문으로써 의미가 있다. 그는 인적역량 요인, 구조･기술적
요인, 행동적 요인, 제도적 요인의 네 가지 독립변수로 국가회계제도의 수용도
와 활용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실증연구를 하였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
면 인적역량 요인으로는 중앙관서 회계공무원의 회계전문성, 국가회계재정통
계센터 직원의 업무전문성, 국회 예산정책처 공무원의 회계전문성을 인적역량
요인으로 정의하였으며, 구조･기술적인 요인으로는 재정정보시스템의 기술능
력, 재정정보의 공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독립성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행동적 요인으로는 국가회계 외부시스템의 관심, 지원, 참여 및 자문, 고위공무
원의 지원, 예결위의 관심･지원을 정의하였고, 제도적 요인으로는 안정적인 예
산지원, 체계적인 발생주의 국가회계 감사시스템, 회계공무원 전문교육시스템
을 변수로 정의하였다.
이밖에 조서형(2017)은 Lüder와 CIGAR의 정부 회계개혁의 연구모형에서 경
미하게 다루었던 정책결정 과정의 다양한 요인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Kingdon
의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Framework)을 통해 제도적인 개혁과정을
실증분석하였다(조서형, 2017). 이와같이 Lüder의 회계혁신 모델은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회계혁신의 실행성과에 대한 선행연구

최근 실행성과 연구로는 회계결산 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석지표를 개발
하거나 전문성 강화 및 재정상황을 반영한 차이분석 등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다.
이효(2016)는 원주시의 사례를 들면서 복식부기 분석지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사업예산제도의 재무결산과 연계강화, 지방예산과 지방회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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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결산체계의 정비, 알기쉬운 재무제표 공개, 지역주민의 관심을 갖는 복
식부기의 특성을 살린 재무회계 지표 개발, 재무분석 지표에 대한 해설 필요를
지적하였다(이효, 2016). 이밖에 허염(2015)은 계룡시를 대상으로 재정 건전성,
재정 효율성, 재정운용 노력, 참고지표 등 재정분석지표를 연구하면서 재무제
표 활용의 문제점으로 재무정보에 대한 수요와 이해의 부족, 재무정보 수요자
의 정보수요 반영 미흡, 재무분석 지표의 비체계성을 지적하면서 활용도 제고
방안으로 재무정보에 대한 관심과 수요 확대, 성과지표와 재무분석 지표의 연
계성 강화, 재무분석 지표체계의 재구성, 회계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의 필
요성을 제시하였다(허염, 2015). 임동완(2017)은 ‘지방은 회계직류(會計職類)를
신설하여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들이 회계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인사시스템
을 갖추어야 하며 선진국과 같이 재정책임 관제를 활용하여 회계 책임성을 강
화하여야 한다.’고 하여 지방회계 업무담당자의 회계전문성을 강조하였다. 임
동완(2019)은 뉴질랜드의 사례 연구를 통하여 회계제도의 정착을 위한 제도적
맥락에 대한 깊이있는 분석으로 제도정착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고,
뉴질랜드, 미국, 영국, 한국의 정부회계 개혁을 도입기 → 형성기 → 안정기로
나누어 분석하면서 안정기에 들어선 한국의 지속적인 회계개혁으로 공공부문
전체를 포함한 통합재무제표 작성, 공공부문의 특수성을 감안한 재무제표 다양
화, 회계감사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임동완, 2016). 배인명(2019)은 지
방자치단체 재정분석의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지방자치단체를 인구기준, 재정
력기준, 재정규모 등을 유형화하는 연구를 하였다. 이와 같이 시스템의 도입 이
후 실행성과는 이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규범적 연구가
중심임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 중에는 실행성과의 활성화를 위한 차이분석에 관한 연구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재무결산 절차의 차이, 재무보고서와 재무제표의 계정
과목 체계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회계기준의 차이 비교를 통하여 정
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과 재정상황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
공하기 위한 것이었다(김봉환･최윤정, 2014).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
다 먼저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했기 때문에 여러 번 수정을 거쳐 현재의 발생주
의 재정지표를 개발할 수 있었고 이러한 재정지표를 지방채 발행의 승인, 지방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제도 등 비교적 다양한 부문에 활용할 수 있었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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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환･최윤정, 2014). 차이분석의 접근방법은 관찰자와 피 관찰자의 경험과 판
단에 따라 연구결과가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관찰자 또는 피 관찰자가 바뀌면
새로운 회계제도의 유용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일반화를 확보하기
어렵고, 발생주의 회계제도는 차이분석 연구를 통해 실무적인 유용성을 입증하
고, 학술적으로는 영향분석 연구를 통해 그 유용성을 실증적으로 입증할 필요
가 있다.’(배득종, 2010)고 하여 실행성과의 연구에는 규범적 연구보다는 수요
자 중심의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변수의 선정과 연구 모형
1) 독립변수 : 회계정보 구성체계

앞선 <그림 1>과 같이 Lüder의 정부회계혁신 모델의 구성체계는 소비자 중심
의 사회적 구조변수와 생산자중심의 법･제도적 구조변수로 구분하였다. 사회적
구조변수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정치문화로 구분하였고, 법･제도적 구조변수는
직원교육, 정치문화, 정치경쟁으로 구분하였다. 이후 국가별로 적용하는 과정
에서 CIGAR 학자들은 회계혁신 연구모델을 다양하게 적용(Chan, 1996)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회계혁신 모델의 선행연구
선행연구

사회구조 변수
사회상황

행정구조 변수
사회구조

정치문화

행정문화

Lüder
<1992,1B>

재정상황,재정스캔들,자
정치경쟁(선거경쟁,
본시장상황,외부표준설 사회･경제적 지위 후보자 지명경쟁,이 직원교육 및 모집,
정,전문전인 관심사
해 관계자경쟁)

Godfrey,
Devlin &
Merrouche
<1996,2A>

직원구성체계,조직표
재정압박(심각한 공공재
정치경쟁(선거경쟁,
사회문화,자본시
준 설정,
원부족),재정스캔들,과반
후보자 지명경쟁,이
장,압력단체 등
회계관련 조직특성
수의석 다수지배
해 관계자경쟁)
(예,CFO 등)

Jaruga and
Nowak
<1996,2B>

재정압박(심각한 공공재 사 회 문 화 , 지 역 문 정치경쟁(선거경쟁,
직원구성체계,조직표
원부족),재정스캔들,정치 화,국제적 명성,국 후보자 지명경쟁,이
준 설정
참여 요구
제기구, 후원단체 해 관계자경쟁)

Jaruga and
Nowak
<1996,2C>

재정압박(심각한 공공재
직원구성체계,조직표
사회문화,자본시
원부족),재정스캔들,과반
정치체계,정치경쟁 준 설정,회계 관련 조
장,압력단체 등
수의석 다수지배
직 특성(예,CFO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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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ruga and
Nowak
<1996,3A>

재정압박(심각한 공공재
사회문화,자본시
행정구조,행정기관
원부족),재정스캔들,과반
정치체계,정치경쟁
장,압력단체 등
경쟁
수의석 다수지배

금융･경제 위기,재정스캔
들,부패및사기,지배적인
Hassan Ouda
선언,공공개혁의 요구사
<2010>
항변경,에이전트,완전한
재무 투명성,격차

전문적, 학술적 지
정치적 지원,관료주 협의 및 조정,채택비
원,커뮤니케이션
의 지원,법률적 지 용 예산책정,정보기
전략,경영문화 변
원
술 역량 개발
화,변화 의향

따라서 회계혁신 프로세스가 국가마다 다를 수 있므며 이러한 프로세스는 또
한 비교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Chan, 1996). 이를 기반으로 회계혁신 모델을
적용한 근간의 선행연구(박성동, 윤태화, 2014)에서는 인적역량요인, 구조･기
술적인 요인, 행동적요인, 제도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이상과 같이 해외 및
국내의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요인변수를 분석하여 연구목적과 방법에 부합
하는 국내 재정상황, 지방회계 적용, 차세대시스템 적용, 실증연구 적용을 기준
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회계제도의 정착 이후에 차세대시스템에서 필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변수체계로 사회구조와 행정구조로 분류하였다.
우선 사회구조는 사회상황과 사회문화로 분류하였다. 사회상황은 시장의 재
정상황 변수의 요인은 민간시장 변화, 재정스캔들, 자본시장 악화, 재정수요자
의 자료요구, 재정이슈를 선정하였고, 사회문화 측면에서 민간회계･학계 자문
변수의 요인으로는 공인회계사 자문, 회계정보 정확성, 회계전문가 자문, 회계
인력 전문양성을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행정구조는 행정문화와 정치
문화로 분류하였으며, 행정문화는 회계기준 및 지침 이해, 예산편성 자료제공,
재정분석 정보활용 역량을 위한 회계담당의 업무전문성을 변수로 선정하였다.
정치문화는 유권자, 이해 집단, 입법인 및 행정가 간의 요구를 충족시켜야하는
여러 형태의 경쟁과정을 겪는다”(Lüder, 1989). 정치문화는 지방의회의 결정사
항임을 감안하여 선행연구(박성동, 윤태화, 2014)에서 정의한 안정적인 예산지
원을 변수를 인용하여 선정하였으며, 이는 회계제도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지
원과 민간전문가 참여를 위한 예산지원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아
래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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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회계정보 구성체계 변수
사회 구조

선행
연구

사회상황

변수

시장 재정상황

민간시장변화, 재정스캔
들, 자본시장 악화, 재정
요인
수요자의 자료요구, 재
정이슈

법･제도 구조
사회문화

정치문화

행정문화

민간회계･학계 자문

안정적인 예산지원

회계담당의 전문성

공인회계사 자문, 회계
회계제도와 시스템운영 회계기준 및 지침 이해,
정보 정확성, 회계전문
지원 예산, 민간전문가 예산편성 자료제공, 재
가 자문, 회계인력 전문
참여 예산지원
정분석 정보활용
양성

2) 조절변수 : 재정주체(생산자와 공급자)와 이행장벽

본연구에서는 회계정보 실행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 Lüder의
정부회계 혁신 모델을 분석한 결과 회계정보 생산･공급자인 재정주체와 회계
혁신을 넘어야 할 이행장벽(Barriers)으로 조절변수로 선정하였다.
우선 재정주체의 조절변수를 살펴보면 ‘Lüder(1989)는 회계정보 사용은 기본
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양자 간의 일이며, 한 행위자가 정보를 제공하는 경
우 상품공급 서비스로 간주할 수 있으며, 다른 행위자는 그 상품의 소비자이
다.’라고 하여(Ouda, 2017a) 생산자와 소비자 구분을 정의하였다. Ouda(2021)
는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회계정보를 유용성으로 보았으며 수요자의
인지와 공급자의 행동이 일치할 때, 공급자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수요자와
서로 조화를 이룬다고 하였다(Ouda & Klischewski, 2019). 지방회계법을 살펴
보면 회계정보 생산자는 지자체장이 소속기관에 직위를 지정한 자2)로서 본 연
구에서는 재무과의 출납 및 결산업무 담당으로 정하였다. 반면 법률적 의미에
서 통계작성 기관3)과 행정기관의 회계정보 수요와 공급은 기관 간 “내부거래”4)
로써 법･제도 영역에 포함하여 회계정보 소비자에서 제외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회계정보 소비･수요는 정치성향에 의한 민선정부가 발족
(1995년)한 시기와도 직결된 사항이기도 하며, Chan(1999)은 ‘회계제도 혁신은
2) 지방회계법 제46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
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분임자(分任者) 등
3) 통계법 제30조 제2항 “통계작성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자료는 목적 외의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전자정부법 제38조 1항 “통계정보, 문헌정보, 정책정보 등 행정업무의 수행에 참고가 되는
행정정보”

198 ｢한국지방재정논집｣ 제20권 제3호
서구 민주주의 시행과도 일치한다.’고 하였다(Chan et al., 1996). 아울러, 민선
정부에서는 “다수당의 의석 지배를 위한 선거”에 회계정보를 활용하면서 정치
적으로 회계정보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으며, 시장악화에 따른 재정상황, 시
민의 높은 권리의식, 공개행정을 요구하는 사회문화 등의 변화에 따라 회계정
보 수요가 민간 회계사 및 학자의 연구, 경실련 등 NGO, 시민 등에게 확대되고
있다. 또한 지방회계법(2016년)의 시행은 회계정보 공개가 제도화되고 각종 회
계정보와 운용결과의 보고자료 일체를 포함하고 있어서 의회 의사결정 과정에
의원 요구자료 제공, 정보 접근 가능성 등이 강조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회계정보를 웹, 인포그래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다.(박정수,
2018) 그러나 현재까지 정치인이 실제로 회계정보를 사용하는 방법 및 상황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이원희, 2016)하였으며, 학자들은 주로 법･제도 체계의
규범적인 틀에서 생산･공급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였기 때문에 회계정보를 유
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민간기업, 정치인, 연구자, NGO, 일반시민 등 소비･수
요 분야의 다양한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회계정보 실행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수로써 또 다른 요인은 이행장벽
(Barriers)이다. CIGAR 모델에서는 이행장벽의 세부요인으로 조직특성, 법률시
스템, 직원자질, 기관규모, 왜곡원조 등을 요인변수로 분석하였으며(Chan et
al., 1996), 국내 연구에서 이남국(2003)은 법률체계, 정부규모, 회계공무원의
역량을 이행장벽 변수로 분석하였고, 편호범(2004)은 기관장의 의지, 지원체계
등의 조직특성과 사회적 영향, 이해 관계자 집단, IT 기술의 영향력을 포함하는
환경특성을 제시하였다. 이행장벽의 선행연구 변수에서 법률체계와 감사 및 IT
기술 등의 변수는 도입 이후 이미 시행되고 있어서 변수에서 제외하였고, 회계
공무원의 능력은 실행주체의 행정구조 변수로 적용하였다. 위의 변수들을 검토
하여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변수로 조직특성, 회계정보 제공량, 기관규모, 정치
성향을 선정하였다.
3) 종속변수 : 실행성과

실행성과의 변수로는 Lüder의 정부회계 혁신 모델을 유지하면서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회계제도에 적용한 이남국(2003), 박성동(2014)가 연구한 변수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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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지방회계 실행성과에 적용하였다. 실행성과는 회계제도의 수용도와 활
용도로 분류하여 변수를 정의하였으며 수용도는 자산･부채 종합적 관리, 성과
관리, 국제기준의 재정통계를 요인으로 하였으며, 활용도는 회계정보의 다양한
이용자, 회계정보를 활용한 의사결정 및 정책결정에 대한 활용도를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모형 설계
본 연구는 지방회계의 도입기를 벗어나 안정기에 운영 중인 점(임동완, 2016)
을 고려하여, 기본 연구모형을 토대로 요인변수의 선정은 이론적인 규범적 변
수보다 실증연구에 필요한 실행변수를 중심으로 연구모형 설계에 포함하였다.
실행변수는 회계정보 구성체계와 실행성과, 구성주체인 생산자와 소비자, 시행
에 따른 이행장벽을 변수로 구성하였다.
첫째, 회계정보 구성체계 변수는 선행연구에서 국가회계중심의 실행 변수를
지방회계에 부합하도록 하여 행정구조와 사회구조로 구분하였고, 행정구조 부
문에는 행정문화와 정치문화를, 사회구조 부문에는 사회상황 변수와 사회문화
변수로 분류하였다. 행정구조는 정보생산자의 인적역량이 필수임을 고려하여
회계담당의 업무 전문성을 변수에 포함하였고, 정치문화 변수로는 예산의결권
이 의회의 정치적 결정임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예산지원을 선정하였다. 사회구
조 면에서 사회상황 변수로 시장의 재정상황과 사회문화 변수로 민간전문가 자
문을 요인변수에 포함하였다.
둘째, 실행성과 요인은 제도의 성공적 도입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기
본 요건이 되는 수용도와 활용도 변수를 선정하였다. 수용도는 발생주의 회계
제도를 통한 재정관리의 변화 및 실행과정에서 생산자 및 수요자들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활용도는 유용한 재정정보가 재정활동에
이해관계를 갖는 다양한 재정정보 이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변수로 정하였다(박성동･윤태화,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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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회계정보의 주체인 생산자와 소비자는 회계정보를 생산하는 회계담당
공무원을 생산자로 선정하였고 업무담당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소비자로 정
의하였는데, 회계담당 공무원은 임명, 책임, 재정보증 등5)과 변상책임, 상급자
의 책임, 감사원 감사 등6)과 관련된 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회계정보 공급의
인식에서 일반 공무원과 역할이 다르다.’는 현장 공무원 및 전문가 인터뷰 의견
을 반영하였다.
넷째, 이행장벽 변수는 조직특성, 정보 제공량, 기관규모, 정치성향으로 선행
연구(박성동･윤태화, 2014) 변수를 인용하여 선정하였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정리한 연구모형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연구모형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우선 회계정보 구성체계의 독립변수를 중심으로 정의하면 회계담당의 업무
전문성은 회계담당이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과 지침 이해를 기반으로 예산편
성 자료제공 및 재정분석 정보로 활용하는 정도이며, 안정적인 예산지원은 제
도와 시스템의 운영･자문 에산지원, 민간전문가 자문 예산지원의 정도이다. 다
5) 지방회계법 제48조, 제49조, 제50조
6) 감사법 제4조,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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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시장의 재정상황은 경기침체로 인한 민간시장의 악화, 회계의심 또는
스캔들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계정보 수요자가 자료를 요구하는 정도이고, 민간
회계 전문가･학계의 자문은 회계정보 생산자가 재무결산, 재무분석지표 작성에
민간 전문가와 학계의 연구 또는 자문받는 정도를 설정하였다.
조절변수인 이행장벽 변수를 정의하면 우선, 조직특성은 회계정보 생산조직
의 개방 정도이며, 정보제공 수는 제공수량이 민간의 기업회계보다 많다고 인
식하는 정도이며, 기관규모는 광역과 기초단체의 크기 정도이고, 정치성향은
강약에 따른 정도를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인 실행성과의 회계제도 수용도는 지방재정 규모의 지
속적인 확대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로 재무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능동
적인 대응이 가능한 정도를 설정하였고, 회계제도의 활용도는 산출된 재정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사용자는 정책결정 및 정책평가에 반영하거나, 소비자는 이를
활용하여 의사결정에 참고하는 정도로 설정하였다.

3. 가설설정
선행연구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위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우선
인과관계 가설은 회계정보 구성체계(X)로는 회계담당의 업무 전문성(X11), 안
정적인 예산지원(X21), 시장의 재정상황(X31), 민간학계 전문가 자문(X41)의 4
개의 구성요인과 실행성과(Y)인 회계제도의 수용도(Y11) 및 활용도(Y12)의 2개
의 상호관계에 대한 인과관계는 총 8개의 가설로 구성하였고, 설행성과의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포함하여 총 9개의 가설로 구성하였다. 조절관계는 재정주체
(M10)인 생산자와 소비자에 따른 이행장벽(M20)은 조절효과로 총 6개의 가설
을 설정하였다. 인과관계를 위한 연구가설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연구가설 인과관계
구분
행정문화
정치문화

번호

가설

H10

회계담당의 업무전문성은 회계제도의 수용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0

회계담당의 업무전문성은 회계제도의 활용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0

회계정보의 안정적인 예산지원은 회계제도의 수용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0

회계정보의 안정적인 예산지원은 회계제도의 활용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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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상황
사회문화
실행성과

H50

민간시장의 재정상황은 회계제도의 수용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0

민간시장의 재정상황은 회계제도의 활용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70

민간･학계 전문가 자문은 회계제도의 수용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80

민간･학계 전문가 자문은 회계제도의 활용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90

회계제도의 수용도는 활용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과관계 가설을 바탕으로 한 조절효과 연구가설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연구가설 조절관계
구분

번호

가설

M11 재정주체는 회계담당 업무전문성과 회계제도 수용도의 영향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실행
주체

M12 재정주체는 안정적인 예산지원과 회계제도 수용도의 영향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M13 재정주체는 민간시장의 재정상황과 회계제도 수용도의 영향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M14 재정주체는 민간전문가의 자문과 회계제도 활용도의 영향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시행
장벽

M21 이행장벽은 회계담당의 업무전문성과 회계제도 수용도의 영향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M22 이행장벽은 민간시장의 재정상황과 회계정보의 수용도의 영향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M23 이행장벽은 민간전문가 자문과 회계제도의 활용도의 영향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4. 측정 도구 및 분석 방법
1) 표본의 결정

본 연구는 설문조사 시 연구에 대해서 사전 설명하고, 이번에 구축하는 차세
대시스템을 이해하고 있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지방
자치단체 회계정보의 구성체계가 실행성과에 정보주체의 영향에 대한 연구이
므로 정보 생산자는 공무원으로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관련한 행안부, 지자
체 등 관련 업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표본을 설정하였고, 지방재정의 회계정보
수요자는 민간 공인회계사 중에서 지방회계 담당자 및 전문가, 의회, NGO, 민
간기업, 시민단체를 표본으로 하였다. 특히, 전문가 인터뷰 결과 설문조사에 응
하는 회계정보 생산자와 정치인의 경우에는 업무 담당자가 아니면 공급자의 입
장에서 설문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수렴하여, 회계정보 생산자는
직접 관련성이 있는 담당자를 표본으로 선택하였고, 연령 및 경험 등을 고려하
여 설문 대상을 고르게 배분하였다. 표본이 두 집단의 차이에 영향을 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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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함으로써 변수를 구조적 관계로 구성하였다. 또한, 회계정보에 직접 관계되
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부서의 공무원과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재무결산 담당
회계사, 민간기업, 학계･연구기관 등 업무 이해 관계자를 모집단으로 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자료수집은 회계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분리해서 각 30개의 사전 모의 설
문을 하고, 지방재정 사용기관 및 담당자 등의 인터뷰를 통하여 설문을 보완하
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는 1차로 2021년 1월 11일부터 2월 20일 동안
약 40일에 걸쳐 전국적으로 실시하였으며, 2차로 6월15일에서 6월 30일까지
서울시를 중심으로 자료수집을 하였다.
자료 수집방법은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연구개요를 설명하고 설문지를 작
성하였고, 온라인에서는 이메일을 송신하여 설문하였다.
회계정보 생산자인 경우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전문관 포함)을 중심으로
설문을 받았으며, 수요자인 민간부문의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재정 관련 설계･
운영 개발 경험자 및 회계정보의 재무결산을 이해할 수 있는 금융기관, NGO
등을 대상으로 설문을 받았다.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첫째, 변수 간 신뢰도 측정을 위하여 신뢰도 분석과 설
문 변수의 요인이 제대로 묶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하였다. 둘째,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변수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였다. 셋째, 변수 간의 신뢰
도 측정과 요인분석, 상관관계를 수행한 한 후 구성요인 간 분석을 통하여 조절
변수인 회계정보 주체는 생산자를 기준으로 소비자와 분리하였고, 이행장벽 변
수는 인식의 크기로 정리하였다. 넷째, 조절변수의 가설은 다중회귀 분석으로
검증하였다.
설문항목은 회계정보에서 정의된 변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의 내용상 “매우 그렇다”에 5점을 부여하였
고 “전혀 아니다.” 에 1점을 부여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 도구는 선행연구(박성
동, 2014)의 측정도구를 분석하여 인용하였다. 우선 종속변수인 실행성과에 대
한 회계제도의 수용도와 활용도는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나, 독립변수인 회계정
보 구성체계의 변수가 국가회계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지방회계에 적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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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인적 역량, 법･제도 변수 등 5개 문항 중에 3개를 인용하여 사용하였고,
국가회계에 관련된 변수는 제거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표본의 특성
본 연구 대상자들의 표본특성을 살펴보면 최초 실험적인 표본으로 25개 문항
의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일반행정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회계정보의 실무자가 아
닌 경우 수요자의 측면에서 설문이 작성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회계전무
관 중심의 업무 실무자로 표본을 재구성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 의회의원, 감
사실, 결산담당 회계사는 인터뷰를 중심으로 실시하한 결과 서울･경기 표본이 많
았고, 시·군·구의 표본 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고 수도권의 집중도가 높았다.
회계정보 소비자는 차세대국가재정 및 차세대지방재정 설계자 및 시민단체 임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회계정보의 생산자는
총 259명 중 48.7%인 126명이 참여하였고, 회계정보의 소비자는 133명으로
51.3%를 차지하였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표본 비중을 유사하게 반영하여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설문응답 및 구성은 <표 6>과 같다.

<표 6> 설문응답자 유형 및 구성
생산자 (총 126)
소계
공무원(회계담당)

공무원(감사담당)

소비자 (총 133)

응답자

인터뷰

110

16

104

6

14

2

응답자

인터뷰

소계

107

26

시･도의원

5

2

학계･연구기관

9

8

회계사

9

3

전문가

46

8

시민단체, 시민

38

5

지방회계 정보의 수요･공급이 실행성과에 미치는 영향 205

2.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연구모형의 가설검증은 측정항목 간의 신뢰성과 타당성은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집중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결과
Variable
X11

X21

Item

Factor Loading

X111

.843

X112

.782

X113

.732

X211

.877

X212

.874

X213

.695

Cronbach α

C.R.

AVE

.842

.888

.727

.869

.904

.761

X311
.813
X312
.749
X31
.837
.894
.630
X313
.739
X314
.725
X315
.681
X411
.862
X41
.844
.886
.721
X412
.839
X413
.783
Y111
.853
Y11
.826
.840
.637
Y112
.844
Y113
.769
Y121
.773
Y12
.779
.810
.587
Y122
.743
Y123
.581
χ² = 308.288(df = 155, p = .000), χ²/df = 1.989, RMR = .045, RMSEA = .069, GFI = .877,
TLI = .908, CFI = .925

우선, 측정변수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Cronbach α값을 측정한 결과 8개 변
수의 신뢰도 값은 0.7 이상으로 충족되었다. 연구모형의 측정항목 간 집중타당
성 검증을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행한 결과 모형 적합도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연구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χ²
= 308.288(df = 155, p = .000), χ²/df = 1.989, RMR = .045, RMSEA = .069,
GFI = .877, TLI = .908, CFI = .925로써 전체적으로 권장 수준 이상의 적합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집중타당성 검증을 위한 기준은 표준 요인적재값
(Factor Loading)이 0.6 이상, 개념신뢰도(C.R.) 0.8 이상, 평균분산추출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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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 0.6 이상으로, 요인적재값 중에서 가장 낮은 항목은 회계제도의 활용성
(Y12) 항목으로 요인적재값이 .587로 수용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념신뢰도(C.R.)와 평균분산추출지수(AVE)의 총 8개 변수는 모두 적합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결과는 요인들 간의 판별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표 4>와 같이 상관계수값(ø)을 비교하였으며, 비교한 값이


   값＞

ø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상관계수의 상하, 좌우의 값들을 비교한 결과 0.766
~ 0.852로 상관계수가 <표 8>과 같이 판별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8> 판별타당성 분석 결과
Variable

X11

X31

X41

X21

Y11

X11

.852

X31

.380

.794

X41

.338

.322

.849

X21

.422

.278

.323

.872

Y11

.385

.354

.117

.367

.798

Y12
.650
대각선 값 :  
 값

.367

.455

.465

.579

Y12

.766

3. 가설 검증
이상의 가설 검증의 결과값를 근거로 작성한 측정모형은 위의 <그림 2>와 같
다. 이상에서와 같이 연구모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입증한 후, 연구모형의 변
수 간 인과관계 분석을 위해서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적
합도 지수는 <표 9>와 같고 RMR은 .05 이하로 양호하고, RMSEA는 .069로서
.08 이하 값으로 적합하다. 또한 GFI는 .877으로 .9 값에 근접하였으며, TLI는
.908로 .9 이상이며, CFI는 값이 .925로 .9이므로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는
<표 9>와 같이 수용할 만하다.
<표 9> 구조방정식 모델의 적합도 지수
Criteria
Model
Fitness

χ²

df

p

χ²/df

RMR

RMSEA

GFI

TLI

CFI

-

-

< .05

<3

≤ .05

≤ .05

≥ .9

≥ .9

≥ .9

308.288

155

.000

1.989

.045

.069

.877

.908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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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과관계 가설 검증

인과관계 가설은 총 9개의 가설중 6개가 채택되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표
10>과 같다.

<표 10> 인과관계 가설 검증 결과
Hypothesis
H10
H20
H30
H40
H50
H60
H70
H80
H90

Path
X11 → Y11
X21 → Y11
X31 → Y11
X41 → Y11
X11 → Y12
X21 → Y12
X31 → Y12
X41 → Y12
Y11 → Y12

β
0.233
0.240
0.235
-0.115
0.391
0.086
-0.020
0.258
0.373

S.E.
0.107
0.075
0.104
0.088
0.100
0.067
0.091
0.079
0.083

C.R.
2.533
2.829
2.683
-1.351
4.575
1.159
-0.263
3.406
4.555

P
0.011
0.005
0.007
0.177
***
0.247
0.792
***
***

Results
Accept
Accept
Accept
Reject
Accept
Reject
Reject
Accept
Accept

‘회계담당의 업무 전문성은 회계제도의 수용도와 활용도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라는 가설(H10, H20)은 .011, .005로 채택되었다. 이는 회계담당의
전문적인 지식의 필요성 또는 회계직의 전문직제 구성을 제시한 이원희(2016)의
연구와도 일치하며, Lüder의 연구모델에서도 인적역량의 중요성을 을 강조한바
있다. ‘회계정보의 안정적인 예산지원은 회계제도의 수용도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라는 가설(H30)은 채택(.007)되었고 활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기각
(.177)되었는데, 이는 이미 시행중인 차세대시스템의 예산지원으로 수용도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활용도에 미치는 가설의 기각 사유는 생산
자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예산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민감하나, 공급자인 경우
에 활용도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지원은 둔감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자본시장
의 재정상황은 회계제도의 수용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H50)은 채택(.007)로 채택되었고 활용도에 미치는 가설(H6)는 기각(.177)되었
다. 이는 연구의 민간시장 경제의 악화로 인하여 회계제도의 활용도(.792)보다는
수용도에서 유의미한 값(.007)이 나타났는데, 이는 생산자중심의 회계제도 활용
으로 수요자의 활용에 인식 부족에 따른 기대수요가 있을 것이라 해석할 수 있
다. ‘민간･학계 전문가 자문은 회계제도의 수용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는 가설(H70)은 기각(.177)되었고, 활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가설 H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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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채택(.000)되었다. 이 결과는 민간･학계 전문가의 역할이 회계제도의 활용도
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유의미한 값(***)은 국가회계와 달리 지방회계는 사회구
조 기반의 민간 회계사 및 학계의 자문을 통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음으로 판
단된다. ‘회계제도의 수용도는 활용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가설
(H9)는 채택되었다. 이는 국가재정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박성동, 2014)와도
같은 연구결과가 나왔으며, 회계제도의 수용성(회계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재정통계산출 등)이 활용성(민간경제 주체의 의사결정 활용, 정
보공개 제공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대수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2) 조절효과 가설 검증

조절효과는 정보주체와 이행장벽이 회계정보 구성체계가 실행성과에 어떤
조절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정보주체 4개의 가설에서
3개가, 이행장벽 3개 가설 중에 1개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회계정보 주체(생산자･소비자)의 조절관계를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

<표 11> 재정주체 조절효과 가설 검증 결과

X11
→
Y12
X21
→
Y11
X31
→
Y11
X41
→
Y12

Path
constant
X11
M10
X11*M10
constant
X21
M10
X21*M10
constant
X31
M10
X31*M10
constant
X41
M10
X41*M10

Coeffi
2.1846
.3001
-.4296
.1524
3.7454
-.1458
-.7887
.3368
4.2978
-.2428
-1.2759
.3982
5.2655
-.5758
-2.1679
6553

t
2.9287
1.4498
-.9502
1.2253
4.8817
-.6543
-1.6663
2.4308
3.7927
-.8141
-1.8437
2.2116
7.8238
-2.8533
-4.7838
4.9725

LLCL
.7139
-.1080
-1.3208
-.0928
2.2326
-.5850
-1.7220
.0636
2.0635
-.8308
-2.6404
.0432
3.9386
-.9737
-3.0614
.3955

ULCL
3.6553
.7081
.4617
.3976
5.2581
.2935
.1445
.6099
6.5320
.3452
.0886
.7533
6.5925
-.1779
-1.2744
.9151

Statistics

Results

△R²=.005
F=1.501
P=.221

Reject

△R²=.024
F=5.908
P=.015

Accept

△R²=.020
F=4.891
P=.015

Accept

△R²=.093
F=24.725
P=.028

Accept

‘재정주체는 회계담당 업무전문성과 회계제도 수용도의 영향 관계를 조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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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라는 가설(M11)은 기각(.221)되었는데, 이는 행정구조의 구성체계에서
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은 인식이라 할 수 있다. ‘ 재정주체는 안정적인 예산
지원과 회계제도 수용도의 영향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라는 가설(M12)은 채택
(.015)되었는데 이는 재정주체(생산자와 소비자)에 따라 인식차이에서 오는 결
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사회구조 구성체계에서 보면 ‘회계정보 재정주체는 민간
시장의 재정상황과 회계제도 수용도의 영향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라는 가설
(M13)은 채택(0.015)되었으며 이는 경기침체, 감영병, 일자리감소 등으로 인한
이는 자본시장의 등으로 인한 회계제도의 수용도에 인식차이가 있음을 설명하
고 있다. 끝으로 ‘재정주체는 민간전문가의 자문과 회계제도 활용도의 영향 관
계를 조절할 것이다.’라는 가설(M14)은 채택(.028)되었는데, 이는 회계정보 생
산자 중심의 수요체계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급자가 요구하는 재정주체에
인식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재정주체인 생산자와 공급자 모두 회계담당의 업무
전문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은 같으나, 안정적인 예산지원, 민간시장의 재정
상황 및 민간전문가의 자문활동에서는 높은 인식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
므로, 이에 대한 법･제도적인 개선과 차세대시스템에 대한 적용할 수 있는 방안
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이행장벽에 따라서 회계정보 구성체계가 실행성과에 어떤 영향 관
계에 있는지를 <표 12>와 같이 규명하였다.
<표 12> 이행장벽 조절효과 가설 검증 결과

X11
→
Y12
X31
→
Y11
X41
→
Y12

Path
constant
X11
M20
X11*M20
constant
X31
M20
X31*M20
constant
X41
M20
X41*M20

Coeffi
1.8344
.2390
-.0233
.0659
3.3733
-.0381
-.2754
.1107
4.7273
-.6438
-.6217
.2556

t
2.4515
1.0870
-.1103
1.1088
2.1663
-.0947
-.6040
.9676
5.2015
-2.4212
-2.4144
3.5616

LLCL
.3592
-.1945
-.4403
-.0513
.3033
-.8301
-1.1745
-.1148
2.9355
-1.1681
-1.1294
.1141

ULCL
3.3097
.6725
.3936
.1832
6.4434
.7540
.6236
.3362
6.5191
-.1196
-.1140
.3970

Statistics

Results

△R²=.004
F=1.229
P=.268

Reject

△R²=.004
F=0.936
P=.334

Reject

△R²=.047
F=12.685
P=.000

Accept

210 ｢한국지방재정논집｣ 제20권 제3호
연구결과 회계담당의 ‘이행장벽은 회계담당의 업무전문성과 회계제도 수용
도의 영향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라는 가설(M21)은 기각(.268)되었고, ‘이행장
벽은 민간시장의 재정상황과 회계정보의 수용도의 영향 관계를 조절할 것이
다.’라는 라는 가설(M22) 또한 기각(.334)되었다. 이는 인과관계에서 증명한 결
과와 인식이 같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행장벽은 민간전문가
자문과 회계제도의 활용도의 영향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라는 가설(M23)은 채
택(.000)되었다. 이는 이행장벽 변수인 조직특성, 회계정보 제공량, 기관규모,
정치성향에 따라 실행성과에 영향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행장벽 회계제도의 실행성과에 있어서 회계담당의 업무 전문성과
자본시장의 재정상황에 대한 인식은 같으나 민간전문가의 자문에 있어서는 실
행성과에 대한 이행장벽이 인식차이가 높음을 알 수 있다.

Ⅴ. 결 론
1. 연구 결론 및 시사점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일자리 감소, 감염병, 인구감소 등 자본시장 악화로 인
하여 정치가(의회 의원), 민간회계 전문가, 학계･시민 단체 등 소비자 중심의 회
계정보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재정혁신의 일환으로 지방회계 혁
신모델을 설계하여 구성체계가 실행성과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회계담당의 업무 전문성, 안정적인 예산지원, 자본시장
의 재정상황, 민간전문가 자문의 회계정보 구성체계가 실행성과에 인과관계와
조절관계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회계정보의 업무
전문성 측면에서 보면 수용도와 활용도는 가설이 채택되어 유의미한 값을 나타
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업무전문성을 위하여 회계업무에 전문관제도
를 도입하고 있으나 대부문 행정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업무 역량강
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회계정보의 유용성과 신뢰
성이 우선 담보되어야 된다는 점과 발생주의회계제도의 도입목적으로서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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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을 측정하는데 요구되는 회계정보의 제공과 성과달성 여부와 관련이되
어 있다. 결국 지방재정시스템의 결산자료는 지방재정 365에 공개되고, 행정안
전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결산 공시자료를 받아 지역통합 재정통계를
작성하고 있고 절차에 따른 자료검증과 적합성에 한계가 있는 바, 지방재정통
계센터의 정보의 신뢰성에도 기여할 것이다.
둘째, 연구결과 회계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산지원이 필수
적으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가 직접 국가회계를 운영하는데
비하여, 지방회계는 민간위탁에 의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예산은 필수
적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지금까지 회계정보 생산자의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재무회계정보의
산출에 집중되고, 회계정보 소비자 측면에서의 실증적인 연구가 부족하였기 때
문에, 민간시장의 경기악화로 인한 재정수요 증가, 회계부정 또는 재정스캔들
발생 시 대응, 경기부양 정책반영, 알기 쉽게 제공하는 표준화된 자료, 재정이
슈 등의 수요자 측면에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지방회계제도의 활용도를 증가시키는 민간･학계의 자문이 필수적이다.
회계결산 과정을 보면 중앙정부의 결산은 재정시스템에서 산출된 재정자료를
바탕으로 회계전문가로 구성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고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지방자치단
체의 회계결산은 지자체별로 이루어지며, 결산시점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산출된 재무회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결산 검사위원의 검사와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결산과정에 차이
가 있다. 따라서 지방회계 개혁을 위해서는 민간 전문가의 활용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인과관계가 증명되고 재정주체와 이행장벽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재정주체(생산자･수요자)와 이행장벽에서 인식차이가 있으므로, 차세대시
스템에서 회계정보 수요자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특성, 회계정보 제공
량, 기관 규모, 정치성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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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의 시사점 및 본 연구와 차이점
본 연구는 Lüder의 연구모형과 국내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대부
분의 선행연구는 ‘시스템 도입 이전의 회계혁신 모형’이 중심이었고, 박성동
(2014)의 연구와 같이 본 연구는 시스템 도입 이후 ‘회계혁신 모형’을 연구하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또한 변수의 구성 및 연구방법에서 선행연
구와 차별성이 있으며 이를 다섯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는 회계제도 도입 초기에 대한 연구인 데 비하여, 본 연구는
회계제도 도입 후 새로 구축하고 있는 차세대시스템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
라서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구성체계의 변수들은 다양한 국가에 적용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변수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 국내 선행
연구는 국가회계를 중심으로 변수의 인과관계를 연구(박성동, 2014)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방회계 중심의 변수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셋째, 기존 연구에서
는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를 구분하지 않고 공급자 중심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소비자 측면의 회계정보 실체는 간과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회계정보의 생
산자와 소비자를 구분하여 ‘정부회계 혁신 모델’을 연구함으로써 지금까지 연
구가 소홀했던 회계정보 수요자에게 회계정보 공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넷째, 기존 연구가 변수간의 인과관계 중심의 연구 모델이었던 반면,
본 연구는 회계제도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회계정보의 생산자･소비자 및 이
행장벽에 대한 조절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인식차이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다섯
째, 기존에는 질적연구 방법을 채택한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과거 결
산자료 중심의 분석 연구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변수간의 실증연구를 통하여
지방회계의 제도개선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Lüder(1989)의 정부회계 혁신모델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모델을 구성하고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발견하는 연구로
써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실행성과의 향상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회계정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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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체계 변수인 생산과 소비자이 근무경력, 기관규모 등 설문조사된 변수를 본
연구에 모두 활용하지 못한 아쉬움은 차후 연구로 미루고자 한다. 또한 생산자
와 소비자간 지역별, 연령대별, 학력수준별 통계적 접근의 인식연구를 포함하
는데 한계가 있었다. 둘째, 구성체계 변수는 국내 선행연구의 설명력이 크지 않
음에도 본 연구에 포함하였는데 이는 변수의 조작적 정의가 더 많이 개선된 향
후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한계점이다. 셋째, 국내 선행연구는 주로
중앙정부의 회계제도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지방회계 제도를 대상으로 하
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국가회계와 지방회계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를 반영하
는 데 한계가 있었다.
끝으로 향후 연구를 통하여 회계정보 주체의 생산･소비, 수요･공급의 시장원
리를 통하여 회계정보 이해집단 간 교환관계로 구성된 “시장(市場)”이 존재한다
고 한 Lüder(1989)의 가정에 대한 더 많은 실증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본 연구
결과를 보다 일반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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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Supply and Demand of Local Accounting Information on
Execution Performance in Korea
Lee, Kyung-Jong & Kim, Moon-Kyum
Recently, in a situation where the scope of financial disclosure continues
to increase and the analysis indicators are subdivided, due to the
deterioration of the capital market such as job loss, infectious diseases, and
population decline, the consumers-centered demand for accounting
information is increasing.
Studies on the use of local government's accounting system have been
mainly focused on accounting information providers, so research on users
of accounting information has been relatively lacking.
This study tried to present a new accounting innovation model by
empirically analyzing how the accounting information structure provided
by the next-generation local financial management system affects the
performance of consumers and supplier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professionalism of the
accountant, which is a component of accounting information, stable budget
support, financial situation in the capital market, and advice from the
private and academia influences the acceptability and usability of the
accounting system. However, the moderating effect was found in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institutional size, and political orientation,
which are barriers to implementation.
Through this study, we intend to contribute to accounting innovation
through the smooth supply of accounting information by reflecting various
consumers of accounting information and barriers to implementation in the
next-generation system, going beyond the existing supplier-centered
normative framework.

Keywords: Local Accounting, Local Finance, Local Accounting System
Execution Performance, Local Financial Management Syst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