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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제회계기 (IFRS)에서 기업은 통 인 회계처리시스템으로는 스스로의 회계 규칙을 효율 으로 리하고 

처리의 성을 증명하는데 어려움을 안고 있다. BRMS(Business Rule Management System)는 회계 원칙과 상황에 

따라 이러한 회계처리 규칙들을 리하고  처리하고 모니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회계원칙과 자율 인 회계규칙을 처리할 수 있는 BRMS 기반의 회계 로그래  임워크를 

제안한다.

ABSTRACT

I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IFRS), companies have difficulties in managing efficiently own accounting rules and 

demonstrating the adequacy of accounting processes with the conventional accounting system. BRMS(Business Rule Management System) 

provides methods for managing, processing, and monitoring these accounting rules according to accounting principles and situation.

This paper proposed the BRMS-based financial programming framework for managing and processing the accounting principles and the 

own accounting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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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는 일상생활 주변에서 경제활동과 련된 여러 

가지 형태의 기록을 보게 된다. 개인이 자기의 수입과 지

출을 기록한다든지, 가정주부가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

들을 그 로 들 수 있다. 이들 기록은 근본 으로 인간

의 기억력을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과거의 

활동을 반성하게 하고 미래의 합리 인 경제활동을 계

획하기 한 것이다[1].

2011년 국제회계기 인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의 면 도입과 더불어 우리나라도 

단계 으로 연결재무제표 심의 공시체계로 환된

다. 단순한 회계시스템의 변경이 아니라 기업경  반

의 향을 미칠 수 있는 재무, 조직, 로세스, IT 역이 

이에 해당된다[2].

본 논문에서는 BRMS(Business Rule Management 

System)의 비즈니스 룰에 의하여 처리되는 회계 로그

래 의 틀을 제시함으로써 정해진 회계원칙과 자율

인 회계규칙을 반 하여 회계를 처리하고 리할 수 있

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련 연구

IFRS란 런던 소재 민간기구인 국제회계기 원회

가 제정한 고품질의 ‘단일 로벌 회계기 ’으로 국제  

회계 투명성을 한 트 드라 볼 수 있다. 재도 IFRS를 

더 높은 품질의 회계기 으로 발 시키기 하여 강

국들의 향력 경쟁이 진행 에 있다[3]. 

회계정보시스템은 기업의 여러 가지 정보시스템 

에서 경 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가

장 요한 시스템이다[4].

한, 기업에서 가장 일  채택하여 범 하게 이용

되고 있는 정보시스템이다. 오늘날 기업을 둘러싼 경

환경이 복잡해지고 정보 기술이 속히 발 함에 따라 

회계정보시스템은 양 , 질  측면에서 크게 발 하고 

있다. 과거에는 컴퓨터를 기본 으로 한 표의 일 입

력과 장표의 일  출력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으나, 오늘

날에는 장에서의 온라인 입․출력이라는 형태로 변

하 고, 온라인 실시간 처리로의 이행은 통합화된 데이

터베이스 구축을 진시켜 데이터의 공유를 진 시켰

다. 특히 최근에는 클라이언트/서버 방식에 의한 회계정

보시스템의 구축이 확산되고 있다[5].

최근 모든 상장기업에 도입이 의무화된 IFRS의 주요

한 특징 에 하나는 원칙 심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원

칙만을 규정하고 나머지는 기업들이 자사의 성격에 맡

게끔 자율 으로 작성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그러

나 기존의 획일 인 회계처리 시스템으로는 효율 으

로 리하기 어렵다는 을 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즈니스 룰을 리하고 처리하는 

BRMS를 이용하여 상황에 따라 자율 인 회계 규칙들

의 용과 용결과를 모니터링하고, 괸리할 수 있는 방

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Ⅲ. 회계 로그램

회계란 정보이용자가 합리 인 단과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수 있는 경제  정보를 식별·측정·

달하는 과정이다. 즉, 회계는 기업이 정보에 하여 심

을 가지고 알고 싶어 하는 이해 계자에게 일정기간 동

안의 기업의 경 성 과 어느 시 에서의 기업의 재무

상태를 알려주어 그들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계

량 인 정보를 제공하는 일종의 서비스 활동이라 할 수 

있다.

회계 로그램이란 수기장부에서 해야 하는 각종 장

부의 기록, 계산, 마감  재무제표 작성 등의 기능이 

표입력이라는 하나의 과정을 통해 산화를 함으로써 

자동생성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6].

회계정보시스템은 기업 내에 존재하는 모든 계량 가

능한 재무자원을 표시해주는 재무제표를 신속 정확하

게 작성하여 결과를 최소한의 근 단계로 사용자에게 

달해  수 있어야 한다. 그 결과는 기업의 다양한 의

사결정시 도움을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해 회계정

보시스템은 기업의 부 인 정보가 아니라 사 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상세한 내역을 하부구조

로 내려가면서 상세하게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7].

그림 1과 같이 거래가 발생하는 시 마다 기본 인 

업무들이 발생하며, 재무제표 작성이라는 반복 인 작

업이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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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회계업무 흐름도
Figure 1. The Flow of Accounting Process

기존 회계 로그램을 사용해도 회계업무를 처리하

는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IFRS의 주요 특성상의 문제 등으로 비즈니스 룰을 이용

하면 상황에 따라 회계작성 규칙을 룰 추가만으로 효율

인 리를 할 수 있다는 을 말할 수 있다.

더불어, IT 어 리 이션은 체로 특정한 업무를 수

행하고 있는데 어 리 이션이 업무처리를 하기 해

서는 어떤 형태로든 비즈니스 룰이 시스템 안에서 작동

되어야 한다[8].

Ⅳ. 회계 로그램의 BRMS 설계

비즈니스 룰을 리하고 처리하는 BRMS는 조직이

나 회사 내의 운 시스템에 의하여 사용되는 의사결정 

로직의 채용, 수행, 감시, 유지하는 소 트웨어 시스템으

로 각각의 업무에 한 규칙이나 기  등을 하나의 룰로 

만들어서 이를 통합 리하는 로그램 기술이다.

OMG의 SPEM(Software Process Engineering 

Metamodel)을 이용하는 commonBR/UP를 이용하여 

로세스를 명세화 하는 메타모델을 가지고 개발 차를 

거쳤다[9].

commonBR/UP는 BRMS개발방법론인 commonK 

ADS, STEP, ABRD와 범용 소 트웨어 개발방법론인 

openUP을 참조하여 고안된 BRMS개발방법론이다[10].

commonBR/UP의 모델은 컨텍스트모델, 시스템모델, 

지식모델, 커뮤니 이션모델, 디자인모델, 시험모델, 

로젝트 리모델, 규칙 리모델로 이루어져 있으며, 간

단명료한 양식을 제공한다는 이다. 특정 BRMS 개발

도구나 환경에 독립 으로 BRMS를 개발하고, 개발과

정의 단계와 문서를 웹시스템화 함으로써, BRMS 개발

과정을 자동화하여 웹기반의 비즈니스 룰 개발  리, 

배치하는 비즈니스 룰 개발 랫폼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임워크를 제공할 수 있다[11].

본 논문에서는 commonBR/UP 모델 에 지식 모델의 

용어(Term), 사실(Fact), 룰(Rule)을 보여 다.

그림 2. 회계 로그래  로세스 모델
Figure 2. Process Model of Programming Accounting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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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의 로세스 흐름 속에는 수 많은 규칙과 규

정 그리고 제약이 내포되어 있다. 지식모델 에 하나

인 로세스 모델을 비즈니스 룰로 정의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용어, 사실, 룰의 
Table 1. Examples of Terms, Facts, and Rules

용어 : 차 조표(BalanceSheet), 기 (Organization), 

시 (Time), 자산_ (Asset_Cash), 

자산_은행 (Asset_BankDeposit), 

자산_주식(Asset_Stock), 자산_ 여 (Asset_Loan), 

자산_토지(Asset_Land), 자산-합계(Asset_Total), 

부채자본_차입 (LiabilitiesCapital_Debt), 

부채자본_자본 (LiabilitiesCapital_Capital), 

부채자본_합계(LiabilitiesCapital_Total), 

거래(Transaction), 거래ID(TransactionID), 

내용(Content), 액(Cost), 결제(Payment) 등

사실 : 

룰  :  IF 거래의 내용이 토지이고 으로 매입했을 경우

THEN 재무상태표에서 토지항목에 그 만큼 

추가하고, 항목에 그 만큼 제한다.

비즈니스 룰을 사용하여 업무를 개발할 경우, 와 같

이 각 업무 형태  쓰임새에 따라 비즈니스 룰의 형태를 

달리 체계화하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체계

화된 비즈니스 룰의 분류를 통해 실제 업무에 사용될 룰

의 분석을 좀 더 용이하게 업무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재무상태표 에 하나인 차 조표

를 비즈니스 룰로 처리하는 것을 나타내려한다. 차

조표는 기업의 일정시 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보고

서로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차 조표의 

차변은 자산으로 기업이 자산이 운용되는가를 나타내

며 변은 부채와 자본으로, 자 의 조달측면을 나타낸

다. 차 조표의 양식은 표 2와 같다.

표 2. 차 조표 양식
Table 2. The Format of Balance Sheet

XX상사 20XX년 12월 31일 재

자  산 부  채

자  본

자산총계 부채와 자산 총계

그림 3은 지식모델을 기반으로 차 조표 자산과 자

본 부분의 로그래 을 JBoss의 Drools를 이용하여 구

한 로그램의 일부이다[12].

그림 3. 회계 로그램 룰 구  일부
Figure 3. Rule Codes in implemented Rule Program

그림 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기존의 자바 로그램

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지만 객체를 리하는 것은 다르

다는 이다. 거래내역 입력을 한 임의의 문제설정

은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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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문제설정
Table 3. Demonstration Settings

동상사는 20XX년 XX월 XX일까지의 재정상태 표입력 

상황은 아래와 같다.

  -  : 2천만원     - 은행  : 1억원

  - 주식 : 8천만원     - 여  : 1억원

동상사는 20XX년 XX월 XX일 재 아래와 같은 재정상태 

항목이 추가 발생하 다.

  - 토지 : 3억원

표 3의 문제설정과 같이 1차 으로 표입력 상황은 

끝났다고 가정하고, 추가된 재정상태 항목에 해서는 

추가 으로 표 입력을 하되, 본 논문에서는 자산에 속

하는 항목만을 비즈니스 룰과 로세스에 의해 처리하

는 결과 값을 출력되도록 하 으며, 자산에 의한 자본의 

변경사항도 함께 처리되도록 구 하 다. 차 조표 

거래 입력 결과는 그림 4, 그림 5와 같다.

그림 4. 차 조표 거래 입력 결과 (입력 )
Figure 4. Demonstration Results in Balanced Sheet

(Before)

그림 5. 차 조표 거래 입력 결과 (입력 후)
Figure 4. Demonstration Results in Balanced Sheet

(After)

그림 4와 그림 5의 차 조표 거래 입력 결과는 비즈

니스 룰과 로세스에 의해 처리되는 것으로 입력 결과 

값의 과 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4와 그림 5의 차 조표 거래 입력 결과에서 보

이는 바와 같이 회계 로그램을 각각의 비즈니스 룰로 

정의하고 분류하여 회계처리 규칙들을 원칙과 자율

인 회계규칙들로 나 고, 상황에 따라 자율 인 회계규

칙들의 용과 용결과를 모니터링하고, 리할 수 있

는 방법을 효율 으로 제공할 수 있다.

Ⅴ. 결  론

IFRS 도입에 따른 기존 회계 로그램의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상된다. 기업의 개별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

른 EAI(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 기반의 채  통

합, 여러 업무의 로세서 자동화(workflow), 룰 기반의 

업무정의, 통합된 업무시스템  지능화된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도록 회계 로그램의 구 에 있어서도 비즈

니스 룰 심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BRMS의 비즈니스 룰에 의하여 처리

되는 회계 로그래 의 틀을 제시함으로써 정해진 회

계원칙과 자율 인 회계규칙을 반 하는 회계를 처리

하고 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비즈니스 룰로 회계 로그램을 개발할 경우 BRMS

의 하나인 Drools를 통한 회계 로그램에서 나타나는 것

과 같이 비즈니스 룰 추가만으로 조건을 충족 가능하기

에 빠른 로그램 코딩  수정이 가능하며, 앞으로의 

IFRS 도입에 따른 기업의 회계업무에 있어서 획기 인 

업무 흐름이 나타날 것이고 보이고, 활용성과 효율 인 

회계처리를 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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