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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we empirically examine cross-sectional determinants of IT personnel size of Korean listed companies 

from year 2004 to year 2009. Also, cross-sectional determinants of IT personnel size involved in managing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hereafter, “ICFR") were examined. IT personnel or IT workers are recognized as critical 

intangible resources comprising firm's IT capability. Although IT personnel are regarded as important resources, there 

are not much information about factors explaining the size of firms' IT personnel. Fortunately, the Korean governmant 

regulates that every listed companies should dislclose the number of IT workers and ICFR-related IT personnel in their 

annual reports. This study utilizes the mandatorily disclosed IT personnel data to analyze cross-sectional determinants 

of korean listed companies' IT personnel siz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profitability, uncertainty, leverage, industry 

type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associated with the size of IT perso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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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본 논문의 목 은 2004년부터 2009년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 상장기업(비 융업종, 12

월 결산법인) 산부서의 총인원과 산부서 내에

서 내부회계 리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규모의 결

정요인들이 무엇인지 실증 분석하는데 있다. 정보

기술은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하는 추  자원이

며, 특히 정보기술 인 자원은 경쟁우 를 창출할 

수 있는 차별 인 정보기술역량을 구성하는 요

한 무형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보기술인력은 

정보기술과 비즈니스 로세스를 통합하고, 기업 내 

․외부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며, 비즈니스 니즈

를 신속히 악하여 이에 필요한 정보기술응용을 

고안하기 때문에 기업성과에 요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1, 3, 7, 24, 26]. 한 정보

기술 인 라  응용은 모두 정보기술인원이 유지, 

리하기 때문에 정보기술 인 자원투자는 기업의 

정보기술투자에서도 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정보기술인력의 요성에 한 많은 강

조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기술

인력의 크기를 설명하는 경제  요인들에 하여

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정보기술인

력을 직  연구한 것은 아니지만 정보기술지출이

나 산수 에 한 연구들은 부분 정보기술지

출의 효과를 측정하는데 집 되어 왔고[6, 8], 소수

의 연구가 산수 의 결정요인에 한 분석결과

를 보고하고 있다[20, 22]. 정보기술인력은 물론이

고 정보기술투자 지출수 에 하여도 그 결정요인

에 한 분석이 활발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자료

수집의 어려움 때문으로 보인다. 기업의 정보기술 

지출 수 은 자발  공시나 컨설  회사의 부분

인 설문조사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는 량으로 수

집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의 규제로 인하여 상장기업의 산부서 총인

원과 산부서 내에서 내부회계 리업무를 담당하

는 인원수가 독립 인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거쳐 

강제로 공시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 자료를 이용

하여 정보기술 인력수 의 결정요인들을 탐색하려

는 것이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기술 인 자원의 결

정요인 연구는 정보기술 인 자원 규모가 기업마

다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에 한 시사 을 제공해

 것으로 기 된다. 정보기술 인 자원에 하여 

기 하는 효익과 비용이 어떻게 기업의 정보기술

인력투자결정에 반 되고 있는 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를 들어, 정보기술 인 자원

수 의 결정요인들은 개별 기업이 처한 상황에서 

기 되는 정보기술 인 자원수 을 측하는데 사

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경 자들에게 정보기술인력

의 정수 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  뿐만 아니

라, 기 치를 과하는 정보기술 인 자원투자가 

기업성과를 얼마나 향상시키는지도 확인할 수 있

을 것이다. 한 정보기술 인 자원에 한 투자

는 정보기술투자의 요한 부분이므로 정보기술지

출수 에 한 간  시사 도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본 논문은 산부서 총 인원뿐만 아니라 내부회

계 리제도를 담당하는 산부서인원의 결정요인

에 한 분석도 함께 수행한다. 2000년을 후하

여 미국의 엔론, 월드콤 등에서의 형 회계부정 

 한국의 외환 기 등을 계기로 회계투명성에 

한 의구심이 커지고, 기업들에 한 시장의 신뢰

도가 하락된 것을 회복하기 하여 세계 각국은 

다양한 규제를 시행한 바 있다. 그 의 하나가 기

업의 회계정보생산과정을 통제하는 내부통제 시스

템인 내부회계 리제도에 한 규제를 강화한 것

이다. 특히, 정보기술은 회계정보를 비롯한 다양한 

경 정보의 생산과 활용에 있어 핵심 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기술의 취약성은 신뢰

성 있는 회계정보의 생산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이는 경 의사결정은 물론 외부이해 계자들의 의

사결정에도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 효과

인 내부회계 리제도의 구축과 운용에 있어 정

보기술인원의 역할이 지 하기 때문에 내부회계

리제도 규제의 일환으로 상장기업들은 산부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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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인원수는 물론 내부회계 리업무를 담당하는 

산부서 인원수도 매년 강제 공시하도록 요구받

고 있다.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내부회계 리업

무를 담당하는 산부서 인원수가 많을수록 내부

회계 리제도의 품질은 높아지고, 생산되는 회계

정보의 신뢰성도 증가할 것으로 기 되기 때문에 

산부서 인원을 공시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

장기업들은 표본기간 동안 내부자 조달 여력이 

충분하고, 산업집 도가 높으며 업환경이 불확

실할수록, 그리고 정보기술의 주된 역할이 자동화

나 변   신화인 산업, 그리고 첨단산업에 속

한 기업일수록 그 지 않은 기업들에 비하여 종업

원 1인당 산부서 인원수(“ 산부서 인력집

도”)가 높은 것으로 발견되었다. 한 업종 내에서 

가장 높은 산부서 인력집 도는 동일업종 내 다

른 기업의 산부서 인력집 도에 양(+)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모방  동형화 상도 있는 

것으로 단된다. 내부회계 리 제도담당 산부

서인력집 도에 하여도 체 산부서 인력집

도의 결정요인들 부분이 유의 인 설명력을 보

이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양호한 기업지배구조를 

갖는 기업일수록 내부회계 리담당 산부서 인력

집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업

의 정보기술 인 자원수 의 결정요인들에 한 

실증 증거를 최 로 제공하고 있으며, 내부회계

리제도 담당 산부서 인력집 도의 결정요인들에 

하여도 기존 연구보다 설명력 높은 결과를 제시

하는 공헌 이 있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제 2장에서는 

본 연구와 직  계에 있는 선행연구들을 검토

하고 이를 기 로 연구모형을 도출한다. 분석의 종

속변수들인 산부서 인력집 도와 내부회계 리 

담당 산부서 인력집 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

시하고, 이들의 크기를 설명할 여러 설명변수들의 

측정 방법과 종속변수와 이들 설명변수들 간의 

계에 한 사  측을 제시한다. 제 3장에서는 

표본선정 차와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제 4장

에서는 결론과 연구의 한계 을 기술한다.

2. 선행연구와 연구모형

2.1 선행연구

본 연구의 목표는 기업의 산부서 인력집 도

 내부회계 리제도를 담당하는 산부서 인력집

도의 결정요인들을 실증 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그러나 개별 기업들의 정보기술 인력수 에 한 

량 자료를 수집하는 일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본 논문과 직 으로 연 된 선행연구는 거의 존

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들 자료가 공시

되므로 연구가 가능하지만 아직까지는 본격 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선

행연구는 이 일 외[2]가 2005년부터 2008년 기간 

동안 상장기업의 내부회계 리제도를 담당하는 

산부서 인원 수를 설명하는 요인들에 한 실증분

석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기업규모(총자산 혹은 총

종업원수로 측정), 업활동의 불확실성  이사회 

규모가 유의성을 보인 변수들이었지만 수정결정계

수는 20.2%로 높지 않았고, 회귀계수들의 유의성

도 5%, 10% 수 이었다[2]. 

자들이 아는 한 정보기술인력의 크기에 한 

결정요인들을 직 으로 분석한 국내외 실증연구

문헌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장 련성이 높은 선

행연구로는 정보기술지출 혹은 정보기술 산규모

의 지출효과나 결정요인들을 실증 으로 악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정보기술지출 수 의 결정요인

들을 직 으로 규명한 것은 아니나 정보기술지

출효과가 기업특성  산업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는 연구들이 있다[7, 5, 25, 26]. 한편 정보기술지출 

혹은 산규모의 결정요인들을 직 으로 검증한 

연구들에 따르면 기업의 내부자 동원능력[20], 다

각화, 성장성, 수직통합, 업환경의 불확실성, 산

업집 도 등의 산업  업환경의 특성요인들[13, 

22], 제도동형화 이론에 따른 모방  동형화[20]가 

통계  유의성을 갖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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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 연구는 설문조사로 얻은 제한  표

본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고, 정보기술 인력집 도

가 아닌 산 혹은 지출수 을 상으로 한 에

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기업마다 정

보기술 인력집 도가 다른 이유를 상장기업 체

를 상으로 한 량자료를 이용하여 직 으로 

검증하고 있다는 에서 선행연구와 큰 차이를 보

인다. 한 이 일 외[2]는 내부회계 리제도를 담

당하는 산부서 인원에 국한된 연구이고, 설명변

수들도 내부회계 리제도의 효과성에만 국한되어 

선정되었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내부회계 리제

도 업무를 부분  혹은 으로 담당하는 산부

서 인원도 산요원이므로 산부서 총인원을 설

명하는 요인들의 향을 받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한 고려를 하지 못한 것이다. 본 연구는 내

부회계 리업무를 담당하는 산부서 인원의 크기

를 설명할 때 산부서 인원을 설명하는 요인들과 

함께 내부회계 리제도 고유의 요인들을 포함하도

록 모형을 확장하 다.

2.2 정보기술인력의 측정

최근 부분의 업무가 지식 집약 이 되어 감에 

따라 산부서 이외의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때 많은 정보처리 활동을 하

기 때문에 정보기술인력의 명확한 경계선을 기

는 쉽지 않다. 그러나 정보기술 인 라와 응용의 설

계․구축․통합․유지․운용을 담당하는 산부서 

직원들( 로그래머, 데이터 센터 오퍼 이터, 시스

템 분석가 등)이 기업의 실질 인 정보기술인력일 

것이다[30].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의 정보기술인

력을 새로운 정보기술을 설치하고 기존의 정보기

술 로세스를 유지․운용하는 업무에 직 으로 

여하고 있는 산부서인원으로 정의하되, 이에

는 사내인원은 물론이고, 산서비스의 외부용역

업체 직원이나 해당 회사에 상주하는 인원들(in- 

house, independent-contractor, and third-party- 

provider full-time equivalents(FTEs))도 포함한

다[23, 28]. 

우리나라의 상장기업들은 2002년부터 융감독

원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의 첨부문서인 내부회계

리제도운 보고서에 회계  재무부서 총인원, 

산부서 총인원  이들 부서의 총인원  내부

회계 리제도업무를 부분  혹은 으로 담당하

는 인원수를 함께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1) 특히, 

2005년부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한법률｣에 따

라 상장기업들은 내부회계 리제도의 효과성에 

한 독립 인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검토를 받게 되

어 이에 한 비로 기업들은 2004년부터 내부회

계 리제도의 정비를 본격 으로 하기 시작하

다. 공시되는 인원수는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거치

며, 강제공시사항이므로 허  기재나 락이 있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되므로 신뢰할 수 있는 자

료라고 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내부회계 리제도운용보고서에 

보고된 산부서의 총인원수를 기업의 정보기술인

원규모로 정의한다. 보고된 산부서인원에는 사

내 산부서인원은 물론이고, 외주용역업체의 상주

인원도 포함되어 있는 수치이다. 본 연구의 상장

기업 산부서 인력집 도 결정요인 연구모형의 

종속변수(IT)는 산부서 총인원수를 해당 기업의 

총종업원수로 나 어 측정하 다. 이는 선행연구

에서 정보기술지출이나 산규모를 매출액으로 나

어 종속변수로 사용한 것과 유사한 측정 방법으

로서 산부서 인력집 도(IT human resource in-

tensity)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 요령으로 내부

회계 리제도 업무를 부분  혹은 으로 담당

하는 산부서인원도 내부회계 리제도운 보고

서에서 추출하고, 이를 총종업원수로 나  내부회

계 리담당 산인력집 도(IT_IC)를 산부서 인

원  내부회계 리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수 을 

설명하는 결정모형의 종속변수로 사용하 다. 

2.3 연구모형과 설명변수들의 측정

1) 사업보고서와 그 첨부문서인 내부회계 리제도운

용보고서는 융감독원 자공시시스템(DART)에

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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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부서 인력집 도 결정요인 모형

상장기업의 산부서 인력집 도 결정요인들에 

한 실증분석을 한 회귀모형은 다음의 식 (1)

과 같다. 변수들의 아래첨자 i, t는 각각 기업 i, 연

도 t를 나타낸다(변수의 설명에서는 편의상 이들 

첨자를 생략한다).

 ITi,t = α+β1ICRi,t+β2UNCi,t+β3 DIVi,t 

+β4FCFi,t+β5LEVi,t+β6GRWi,t 

+β7AUTOi,t+β8TRANi,t+β9HIGHi,t 

+β10SIZEi,t+β11RANKi,t+εi,t (1)

IT = 산부서 인력집 도 

= 산부서 총인원수÷총종업원수

ICR = 산업 내 매출액 상  4개사의 매출액 

합계÷산업의 총매출액

UNC = (t-5)년부터 (t-1)년도까지 세 이익의 

표 편차÷(t-1)년도 매출액

DIV = 사업보고서에 보고된 사업부문 수

FCF = (t년도 업이익+감가상각비)÷t년도 

매출액

LEV = t년도 말 장기부채÷t년도 말 총자산

GRW = {(t-1)년도 매출액÷(t-2)년도 매출액 

+t년도 매출액÷(t-1)년도 매출액}÷2

SIZE = LN(t년도 매출액)

AUTO = 정보기술의 주된 역할이 자동화 

(automate)인 산업이면 1, 아니면 0

TRAN = 정보기술의 주된 역할이 변 ․ 신화  

(transformate)인 산업이면 1, 아니면 0

HIGH = 첨단산업(hi-tech)이면 1, 아니면 0

RANK = 업종 내에서 가장 큰 산부서 인력 

집 도

선행연구들[5, 7, 19, 21, 22, 25, 29]은 정보기술

지출 혹은 산규모의 결정요인들로 기업의 내부

자 동원여력, 산업  업환경의 특성, 정보기술

의 지배 인 역할, IT 선도기업의 모방 등을 보고

하고 있다. 정보기술 인 자원도 정보기술자원의 

요 부분이므로 정보기술지출의 결정요인에 한 

선행연구가 정보기술 인 자원의 규모를 설명하는

데 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정보

기술 인력집 도의 결정요인에 한 분석  이론

이나 선행연구가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 구축한 연

구모형은 탐색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보다 

합한 모형 개발을 한 첫 단계라고 보아야 할 것

이다. 본 논문은 산부서 인력집 도의 결정요인

들을 크게 4가지로 나 어 선정하고 연구모형 (1)

을 구성하 다.

첫 번째 요인은 기업의 조직  요인으로서 내부

자 동원여력에 한 것이다. 정보기술이 략  

자원을 새로이 창출하거나 기존의 략  자원을 

증폭시켜 경쟁우 를 창출한다는 견해도 있지만[7, 

9], 정보기술은 모든 기업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

고, 모방이 가능한 존재로서 더 이상 지속가능한 

경쟁우 를 창출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다[10]. 

이는 정보기술이 략  우 를 얻기 한 것이라

기보다는 단지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해  

략  필수품(strategic necessity)이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따른다면 정보기술 인 자원을 포함

한 정보기술투자는 경 자의 재량  결정에 따르

게 되므로 기업의 내부자 동원여력에 상당히 민

감할 것이다. 내부자 동원여력이 충분하지 않다

면 산부서 인력집 도도 높지 않을 것으로 상

된다. 내부자 동원여력 혹은 재무  건 성은 수

익성(FCF)과 부채비율(LEV)로 측정하 다. 정보

기술 인 자원이 우선순 를 갖는 투자 상이 되

려면 수익성이 양호하여야 할 것이다. 부채비율

(LEV)이 높아 원 과 이자의 상환압박이 크다면 

정보기술인력을 증가시킬 여력이 작을 것이다. 매

출성장률(GRW)이 높을수록 기업성장을 지원하기 

한 자 수요가 많아져 정보기술인력에 한 투

자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기업활동

의 성장에 보조를 맞추기 하여 새로운 정보시스

템과 정보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보기술인력이 

증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사 으로 매출성장률

(GRW)과 산부서 인력집 도 간의 계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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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그 방향을 측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산업  업환경의 특성요인들이다. 

산업  업환경 특성을 나타내는 요인들은 산업

집 도(ICR), 불확실성(UNC), 사업부문 수(DIV)

이다. 산업집 도(ICR)는 동일 업종 내 매출액 상

 4개사의 매출액 합계를 해당 업종의 총매출액

으로 나  값으로 측정된다. 산업집 도가 높을수

록 정보기술투자의 효익이 소비자 잉여로 환되

기보다 기업이익으로 실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

에 정보기술투자 규모가 증가된다고 한다[14]. 따

라서 산업집 도(ICR)가 높을수록 산부서 인력

집 도(IT)도 증가할 것으로 기 된다. 

업환경이 불확실할수록 기업 내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외부이해 계자들 간의 조정이 더욱 필요

하고, 업환경을 보다 면 히 감시할 필요성이 

증가한다. 따라서 업환경이 불확실할수록 기업

의 정보기술 인 자원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상

된다. 업환경의 불확실성(UNC)은 과거 5년간 

세 이익의 변동성으로 측정하 고, UNC와 IT 간

에는 양(+)의 계가 있을 것으로 상한다. 기업

이 하는 사업부문이 많을수록 사업활동이 복

잡하여 조정과 통합을 한 정보기술의 역할이 더

욱 요구되므로 정보기술 인 자원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13]. 사업보고서에 보고되는 사업

부문의 수로 측정되는 DIV와 IT 간에는 양(+)의 

계가 있을 것으로 기 한다. 

세 번째 요인은 정보기술의 지배 인 역할이다. 

Chatterjee et al.[11]에 따르면 산업마다 정보기술

에 한 요구사항이 유사하여 동일 업종에 속한 

기업들에서는 정보기술의 지배 인 역할도 상당히 

유사하다고 한다. Schein[27]이 제시한 정보기술의 

지배  역할이 자동화(AUTO), 변   신화

(TRAN)일 경우에 정보기술에 한 투자규모가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다[22]. 본 논문에서도 정

보기술의 지배  역할이 자동화, 변 ․ 신화인 

산업의 경우에는 산부서 인력집 도(IT)도 높을 

것으로 상한다. 정보기술의 지배  역할이 자동

화인 산업인지, 변 ․ 신화인 산업인지에 한 

구분은 Chatterjee et al.[11]의 방법을 한국표 산

업분류에 용하여 정의하 다.2) 한 첨단산업일

수록 정보기술투자로부터 높은 생산성을 얻으며

[18], 높은 수 의 신성을 유지하려 하므로 정보

기술에 한 투자가 클 것이다. 한 첨단산업에

서는 정보기술을 구축, 유지  응용하는데 복잡

성이 증 할 것이므로 첨단산업에 속하는 기업일

수록 산부서 인력집 도(IT)도 클 것이다. 한국

표 산업분류를 따라 첨단산업은 한 희[4]의 분

류를 따라 정의하 다. 

네 번째 요인은 모방  동형화 가능성이다. Hu 

and Quan[20]은 인과 계가 불확실한 환경에서는 

성공 인 기업을 모방하려는 유인이 강하다는 모

방  동형화 이론이 투자결과가 불투명한 정보기

술투자 상황에 합하다고 보았다. 실증분석결과 

동일 업종 내 IT 리더기업의 IT 투자수 이 나머

지 기업들의 IT 투자수 에 유의 인 양(+)의 

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 다. 정보기술투자의 

효과를 당연시하거나 측정하기 어려울 때 선도기

업의 결정을 모방함으로써 투자결정의 정당성을 

보장받는다는 것이다. 본 논문도 모방  동형화 

이론에 따라 동일 업종 내에서 가장 큰 산부서

인력집 도가 같은 업종 내의 다른 기업들의 산

부서 인력집 도에 양(+)의 향을 미칠 것으로 

상한다. 본 본문에서는 동일 업종 내에서 가장 

큰 산부서 인력집 도로 측정한 RANK 변수로 

모방  동형화 상을 검증하 다. 즉, 회귀모형 

(1)을 RANK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  추

정하고, 그 다음 RANK 변수를 추가한 확장 모형

을 추정하 다. 

2) 정보기술의 지배  역할이 자동화인 산업(AUTO)

는 비 속 물제품제조, 1차 속제조, 가구제조, 

기타 제품제조, 기가스, 문직별 공사업, 육상 

 이 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창고  운송

련 서비스업이다. 정보기술의 지배  역할이 변

․ 신화인 산업(TRAN)은 도매  상품 개업, 

항공운수업, 출 업, 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배 업, 방송․통신업, 컴퓨터 로그래 ․시스템

통합  리업, 정보서비스업, 사업컨설 , 교육

서비스 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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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기업규모가 정보기술 인력집 도에 

미치는 향을 통제하기 하여 LN(순매출액)으

로 측정된 SIZE를 회귀식 (1)에 추가하 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거래량도 많고 복잡하며, 자원의 

여력도 많을 것이다. 한 규모의 경제도 실 시

킬 수 있기 때문에 기업규모가 클수록 산부서의 

총인원수도 클 것으로 상된다. 그러나 정보기술

인 자원은 기업규모에 따라 체감 으로 증가하는 

고정자원이기 때문에 종업원 1인당 정보기술 인원

수는 규모에 따라 감소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한 소규모 기업일수록 정보기술을 수용하고, 이

를 략  혹은 사업기회 창출 목 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 보다 개방 이며, IT 담당자들의 기업가

치 공헌도가 보다 쉽게 인식되어 IT 인 자원투자

에 보다 극 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19]. 따

라서 기업규모(SIZE)와 정보기술 인력집 도(IT) 

간에는 음(-)의 계가 있을 것으로 기 된다.

2.3.2 내부회계 리제도담당 산부서 인력집

도 결정요인 모형

내부회계 리담당 산부서 인력집 도를 설명

하는 요인들로는 산부서 인력집 도를 설명하는

데 사용된 요인들에 더하여 회계정보의 투명성 증

진을 하여 강력한 내부회계 리제도를 운 하도

록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추가하 다. 회계투명

성이 받는 가장 주된 이유는 경 자나 지배주

주에 의한 회계정보의 왜곡가능성이다. 동시에 이

러한 왜곡가능성을 보다 강력히 억제하려는 기업

지배구조가 갖추어져 있을수록 내부회계 리제도

를 담당하는 정보기술인력에 한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요인들로서 기업의 소

유구조와 지배구조 변수들을 선정하고, 다음의 회

귀식 (2)를 추정하 다. 변수들의 아래첨자 i, t는 

각각 기업 i, 연도 t를 나타낸다

IT_ICi,t = α+β1ICRi,t+β2UNCi,t+β3DIVi,t

+β4FCFi,t +β5LEVi,t+β6GRWi,t 

+β7AUTOi,t+β8TRANi,t+β9HIGHi,t 

+β10SIZEi,t+β11RANKi,t+β12OWNi,t 

+β13FORi,t+β14BSIZEi,t+β15BINDi,t 

+β16GROUPi,t+εi,t (2)

IT_IC = 내부회계 리담당 산부서 인력집 도

= 내부회계 리담당 산부서 인원 수

÷ 총 종업원 수

OWN = LN(1+최  주주 지분율)

FOR = LN(1+외국인 지분율)

BSIZE= LN(1+이사회의 이사 수)

BIND = LN(1+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율)

GROUP = 30  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

는 기업이면 1, 아니면 0

OWN은 LN(1+사업보고서 상에 보고된 최 주

주지분율)로 측정된다. 소유가 분산될수록 주주와 

경 자 간의 리인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경

자의 행동을 통제하기 어려워진다[12, 16]. 한 

소유가 분산될수록 자본시장압력이 증가하므로 시

장의 기 에 부응하기 하여 회계정보를 왜곡할 

가능성도 커진다. 따라서 소유가 분산될수록 즉, 

최 주주지분율(OWN)이 낮을수록 내부회계 리

제도 강화에 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반면 소

유가 집 될수록 경 자와 주주 간의 리인 문제

는 약화되지만 지배주주와 외부소액주주 간의 

리인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즉, 주주지분율

(OWN)이 커질수록 내부회계 리제도 강화에 

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OWN과 IT_IC 간의 계에 한 방향을 측하지 

않는다.

외부 주주(blockholders)는 경 자를 보다 극

으로 감시할 능력과 동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표 인 외부 주

주로서 회계투명성을 하여 기업에게 보다 강력

한 내부회계 리제도를 설치, 운용해  것을 요구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외국인지분율(FOR)이 

클수록 내부회계 리담당 산부서 인력집 도가 

클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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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경 자를 감시하는 기업지배구조의 핵

심으로서 이사회가 강력할수록 회계투명성을 한 

내부회계 리제도를 강화시킬 가능성도 클 것이

다. 이사회의 규모가 클수록 다양한 경험과 문

지식을 갖춘 이사들로 구성될 것이고, 경 자로부

터 독립 인 치에 있는 사외이사의 비율이 클수

록 경 자를 보다 효과 으로 감시할 수 있을 것

이다. 이사회의 규모(BSIZE)와 이사회의 독립성

(BIND)은 둘 다 IT_IC와 양(+)의 계를 보일 것

으로 기 된다.

창업주 일가에 의하여 통제되는 기업집단은 복

잡한 조직구조를 갖고 있고, 특수 계자들을 통한 

거래가 많아 지배주주의 사 이익 추구 목 으로 

자원을 유용할 가능성이 크다[21]. 따라서 재무제

표 왜곡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내부회계 리제도 

강화에 한 요구가 클 것이다. 더욱이 내부회계

리제도 규제법안이 제정된 주된 목  의 하나

가 기업집단의 취약한 지배구조와 불투명성을 개

선하기 한 것이므로 이들의 지배구조 개선행동

은 특히 주목의 상이 되어, 여타 기업들보다 상

으로 내부회계 리제도를 강화시켰을 가능성

도 있다. 한 동일 기업집단 내 기업들 간에는 경

시스템의 이 이 용이할 것이므로 주력 기업

의 내부회계 리제도 실무를 나머지 기업들이 모

방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공

정거래 원회에서 지정하는 30  기업집단에 소속

되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갖는 GROUP은 내부회

계 리제도의 강화에 정 이므로 IT_IC와 양(+)

의 계를 가질 것으로 기 된다.

3. 실증분석결과

3.1 표본의 선정

본 연구의 표본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의 기

간 동안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한국거래소 유

가증권상장기업들로 구성되었다.

(1) 12월 결산법인

(2) 융․보험업종에 속하지 않는 기업

(3) 한국신용평가정보(주)의 KIS-VALUE  

융감독원 자공시 시스템(DART)을 통하여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기업

12월 결산법인을 상으로 하는 이유는 재무자

료 등 기업 간 상호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함이고, 

융․보험업종은 일반기업들과 정보시스템에 

한 투자와 규제 등의 성격에 차이가 있어 제외하

다. 본 연구의 회귀분석에 필요한 자료가 (3)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락된 찰치는 표본에서 제외

시켰다. 이 게 하여 얻은 최종 표본의 크기는 

2,760개의 기업-연도이다. 극단치가 연구결과의 왜

곡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표 화된 잔차(Studen-

tized residual)가 ±2를 벗어나는 찰치는 제외하

고 분석하 다. 

3.2 기술통계량 

<표 1>은 본 연구의 회귀분석에 사용되는 변수

들의 기술통계량을 보고하고 있다. 표본의 산부

서 평균 총인원은 9명이고 수는 5명이다. 

산부서 인원  내부회계 리업무와 련이 있는 

인원수의 평균은 4명이고, 수는 2명이다. 한 

정보기술인력분포가 상당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 

표본기업들 간에 정보기술 인원수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3) 종업원 1인당 산부서 총인

원수인 IT와 종업원 1인당 내부회계 리담당 산

부서인원수인 IT_IC의 평균은 각각 0.0158, 0.0085

로서 총종업원의 약 1.58%, 0.85%에 해당한다. 산

업집 도(ICR)의 평균은 0.5701로서 산업마다 매

출액 상  4개사가 산업매출액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부문 수(DIV)의 평균은 3.9개이다. 정보

기술의 지배  역할이 자동화인 산업(AUTO), 변

3) 산부서 인원의 최 치는 436명이고, 산부서 내 

내부회계 리담당인원의 최 치는 240명이다. 일

부 해외건설사업체와 운송업체에서 나타난 숫자로

서 이들은 회귀분석에서 극단치로 제거되어 분석

결과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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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술통계량

변수 평균값 표 편차 1Q 수 3Q

산부서 인원 수 9 19 2 5 8

내부회계 리제도 산부서 인원 수 4 13 1 2 3

IT 0.0158 0.0194 0.0056 0.0112 0.0189 

IT_IC 0.0085 0.0132 0.0021 0.0044 0.0096 

ICR 0.5701 0.1610 0.4630 0.5581 0.6861 

UNC 0.1193 0.5115 0.0211 0.0379 0.0796 

DIV 3.9109 1.2548 3 4 5

FCF -0.0823 4.2948 -0.0466 0.0161 0.0703 

LEV 0.1268 0.1098 0.0430 0.0933 0.1804 

GRW 1.1220 0.3927 0.9979 1.0779 1.1662 

SIZE 26.3077 1.5781 25.3024 26.0599 27.1849 

AUTO 0.1755 0.3805 0 0 0

TRAN 0.0878 0.2830 0 0 0

HIGH 0.4364 0.4960 0 0 1

RANK 0.0760 0.0560 0.0408 0.0625 0.0769 

OWN 3.6584 0.4580 3.4362 3.7533 3.9742 

FOR 1.6828 1.3112 0.3577 1.6525 2.7967 

BSIZE 2.0687 0.2702 1.7918 2.0794 2.3026 

BIND 0.2398 0.1187 0.1823 0.2231 0.2877 

GROUP 0.2229 0.4162 0 0 0

IT = 산부서 인력집 도= 산부서 총인원수÷총 종업원 수

IT_IC  = 내부회계 리담당 산부서 인력집 도= 내부회계 리담당 산부서인원수÷총 종업원 수

ICR = 산업 내 매출액 상  4개사의 매출액 합계÷산업의 총매출액

UNC = (t-5)년부터 (t-1)년도까지 세 이익의 표 편차÷(t-1)년도 매출액

DIV = 사업보고서에 보고된 사업부문 수

FCF = (t년도 업이익+감가상각비)÷t년도 매출액

LEV = t년도 말 장기부채÷t년도 말 총자산

GRW = {(t-1)년도 매출액÷(t-2)년도 매출액 +t년도 매출액÷(t-1)년도 매출액}÷2

SIZE = LN(t년도 매출액)

AUTO = 정보기술의 주된 역할이 자동화(automate)인 산업이면 1, 아니면 0

TRAN = 정보기술의 주된 역할이 변 ․ 신화(transformate)인 산업이면 1, 아니면 0

HIGH = 첨단산업(hi-tech)이면 1, 아니면 0

RANK = 산업 내에서 가장 큰 산부서 인력집 도

OWN = LN(1+최 주주 지분율)

FOR = LN(1+외국인 지분율)

BSIZE  = LN(1+이사회의 이사 수)

BIND  = LN(1+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율)

GROUP = 30  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이면 1, 아니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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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Pearson 상 계： 산부서 인력집 도

　 IT ICR UNC DIV FCF LEV GRW SIZE AUTO TRAN HIGH

ICR 0.103 

UNC 0.199 0.075 

DIV -0.203 -0.123 -0.059

FCF 0.044 -0.004 0.024 -0.010 

LEV -0.093 -0.027 0.033 0.041 -0.060 

GRW 0.002 0.031 0.115 -0.029 -0.005 0.019 

SIZE -0.316 0.009 -0.223 0.066 0.015 0.301 0.041 

AUTO -0.003 0.296 -0.049 -0.075 0.001 0.063 0.011 0.083 

TRAN 0.126 -0.056 0.066 -0.081 0.000 0.030 -0.043 0.023 -0.148

HIGH 0.106 0.395 0.081 -0.078 -0.005 0.013 0.048 0.046 -0.272 -0.081 

RANK 0.031 -0.023 0.076 0.069 0.001 -0.069 -0.001 -0.170 0.023 -0.090 -0.219

 1) 변수의 정의는 <표 1>을 참조,

 2) 표의 내부에서 굵은 씨는 5% 이상의 수 에서 유의 인 상 계를 나타낸다.

․ 신화인 산업(TRANS), 첨단산업(HIGH)의 비

은 표본의 각각 17.55%, 8.78%, 43.64%를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기업들의 장기부채비율

(LEV)은 낮은 상태이지만, 평균 인 수익성(FCF)

은 양호한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RANK는 

각 산업별로 IT의 크기가 가장 큰 것들을 측정하

는데 <표 1>에는 다양한 업종들의 평균이 보고되

고 있으나 평균이 0.076으로서 IT 평균의 약 4배

에 달한다. 30  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찰치

는 평균 22.9%를 차지하고 있다.

3.3 상 계분석

<표 2>와 <표 3>은 본 연구의 회귀분석에서 

사용된 변수들 간의 피어슨 상 계를 나타낸다. 

<표 2>는 사업부문 수(DIV)를 제외하고는 산부

서 인력집 도(IT)와 부분의 설명변수들 간에 

기 한 방향의 유의 인 상 계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 이유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추정된

다. 정보기술 인 자원은 고정자원의 성격을 가지

므로 규모 기업일수록 산부서 총인원 수는 많

겠지만 1인당 산부서 인원수는 체감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런데 규모 기업일수록 사업부문 

수가 많으므로 기업규모와 산부서 인력집 도 

간의 계가 사업부문 수와 산부서 인력집 도 

간의 계에도 반 된 것으로 추측된다.

<표 3>은 내부회계 리담당 산부서 인력집

도와 설명변수들 간의 상 계를 나타내고 있다. 

먼  산부서 인력집 도(IC)의 설명변수들인 기

업특성변수들과 내부회계 리담당 산부서 인력

집 도(IT_IC) 간의 상 계는 <표 2>와 유사하

다. 그러나 소유구조변수와 지배구조변수들(FOR, 

BSIZE, BIND, GROUP)은 종속변수인 IT_IC와 

상과는 달리 음(-)의 유의  상 계를 보이고 

있지만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기업규모는 IT_IC

와 음(-)의 상 계를 갖고 있으며, 이들 지배구

조변수들은 기업규모와 비교  높은 양(+)의 상

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표 3>의 결과가 나타

난 것으로 단된다. <표 2>와 <표 3>은 산부

서 인력집 도나 내부회계 리담당 산부서 인력

집 도에 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의 결합효과

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다변량 분석이 필요함

을 의미한다.

<표 2>와 <표 3>에서 상 계수의 값이 |0.4|이

상인 경우는 소유구조변수  지배구조변수들과 

기업규모 간의 상 계를 제외하고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다 공선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

지만, 본 논문은 분산팽창계수(VIF)를 계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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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Pearson 상 계：내부회계 리담당 산부서 인력집 도

　 IT-IC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ICR 0.058 　 　 　 　 　 　 　 　 　 　 　 　 　 　

2. UNC 0.258 0.077  　 　 　 　 　 　 　 　 　 　 　 　 　

3. DIV -0.181 -0.123 -0.067  　 　 　 　 　 　 　 　 　 　 　 　

4. FCF 0.028 -0.015 0.016 -0.017  　 　 　 　 　 　 　 　 　 　 　

5. LEV -0.122 -0.034 0.028 0.032 -0.080  　 　 　 　 　 　 　 　 　 　

6. GRW -0.006 0.037 0.113 -0.022 0.016 0.011  　 　 　 　 　 　 　 　 　

7. AUTO -0.057 0.296 -0.050 -0.066 0.007 0.061 0.007 　 　 　 　 　 　 　 　

8. TRAN 0.181 -0.056 0.076 -0.104 0.004 0.040 -0.053 -0.143  　 　 　 　 　 　 　

9. HIGH 0.091 0.403 0.078 -0.089 -0.019 0.004 0.050 -0.267 -0.096  　 　 　 　 　 　

10. SIZE -0.384 0.005 -0.226 0.055 0.041 0.298 0.037 0.077 0.007 0.053  　 　 　 　 　

11. RANK 0.033 -0.023 0.076 0.069 0.008 -0.069 -0.009 0.023 -0.090 -0.219 -0.169 　 　 　

12. OWN 0.002 -0.035 -0.037 0.021 0.025 -0.126 -0.005 0.085 -0.069 -0.105 -0.151 0.060 　

13. FOR -0.134 -0.068 -0.107 0.050 0.005 0.085 -0.033 -0.044 -0.079 0.100 0.573 -0.086 -0.164 

14. BSIZE -0.111 -0.022 -0.060 0.074 -0.004 0.166 -0.039 0.053 -0.038 0.038 0.406 -0.042 -0.142 0.369 

15. BIND -0.058 0.033 -0.029 -0.057 -0.036 0.185 -0.002 -0.053 0.044 0.149 0.465 -0.054 -0.173 0.291 0.263  

16. GROUP -0.078 0.040 -0.034 -0.014 -0.046 0.259 0.003 0.000 0.089 0.123 0.533 -0.161 -0.036 0.294 0.206 0.371 

 1) 변수의 정의는 <표 1>을 참조.

 2) 표의 내부에서 굵은 씨는 5% 이상의 수 에서 유의 인 상 계를 나타낸다.

다 공선성을 검하 다. 어떤 경우에도 분산팽

창계수의 최 값이 3을 넘지 않아 다 공선성 문

제는 우려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단된다.4)

3.4 회귀분석결과

3.4.1 산부서 인력집 도 결정요인 분석

표본기간 체를 통합한 표본(pooled sample)을 

이용하여 산부서 인력집 도의 결정요인 모형인 

식 (1)을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4>에 보고되어 

있다. F값은 모형이 합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수

정결정계수도 35.07%, 42.63%로서 상당한 설명력

을 갖고 있다고 단된다. 이는 미국기업의 정보

기술지출이나 산 액에 하여 설문자료를 이

용한 선행연구[22]보다 높은 수 이다. 한 분산

팽창계수(VIF)의 최 값도 2 미만이어서 다 공선

4) 일반 으로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

tor：VIF) 값이 10을 상회하면 다 공선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결

과를 보고할 때 마다 VIF의 최 값을 명시하 다.

성 문제도 염려할 수 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표 

4>의 모형 1은 산업리더 변수(RANK)를 제외한 

추정결과를 나타내고 있다.5)

정보기술 인 자원에 한 기업의 내부자원동원

여력을 나타내는 변수들인 수익성(FCF)과 부채비

율(LEV)은 기 한 바 로 FCF는 양(+), LEV는 

음(-)의 유의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내부자 동

원여력이 있는 기업일수록 산부서 인력집 도가 

높은 것으로서 정보기술인력에 한 투자가 략

 필수품의 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매출액 성장룰(GRW)과 정보기술 인원

집 도 간의 계는 비유의 이었다. 

산업  업환경요인들  산업집 도(ICR)와 

업불확실성(UNC)은 모두 기 한 로 IT와 1% 

수 에서 양(+)의 유의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업부문 수(DIV)는 상과 달리 음(-)의 유의성

5) 회귀식에 연도더미를 포함한 경우에도 추정결과에

는 어떠한 유의 인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

서 연도더미를 포함하지 않은 추정결과를 본 논문의 

결과분석표들에 보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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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산부서 인력집 도 결정요인

변수 상부호
모형 1 모형 2

회귀계수 t 값 회귀계수 t 값

Intercept 0.077 26.9*** 0.077 28.37***

ICR + 0.005 4.78*** 0.003 2.85***

UNC + 0.006 13.59*** 0.004 7.57***

DIV + -0.001 -9.96*** -0.001 -7.76***

FCF + 0.001 2.2** 0.0002 5.34***

LEV - -0.003 -2.16** -0.004 -3.10***

GRW ? 0.000 0.70 0.0002 0.48

AUTO + 0.002 4.76*** 0.001 2.51**

TRAN + 0.007 13.17*** 0.006 11.19***

HIGH + 0.001 3.68*** -0.0004 -1.20

SIZE - -0.002 -23.13*** -0.003 -25.55***

RANK + 0.071 19.80***

F 값 138.38*** 166.97***

수정 R2 35.07 42.63

VIF 1.54 1.63 

표본 수 2,760 2,760

 1) 변수의 정의는 <표 1>을 참조.

 2) t 값은 White-t 값을 사용.

 3) ***, **, *는 각각 1%, 5%, 10% 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을 보이고 있는데 Kobelsky et al.[22]에서도 이러

한 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은 

기업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사업부문의 수가 일반

으로 많기 때문에 기업규모(SIZE)와 IT 간의 음(-)

의 계가 DIV와 IT 간의 계에도 반 된 것일 

수도 있다. IT의 지배 인 역할이 자동화(AUTO)

인 산업, 변 ․ 신(TRANS)인 산업, 그리고 하

이테크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에서는 상한 로 

그 지 않은 기업들에 비하여 산부서 인력집

도가 유의 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Hu and Quan[20]은 업종 내에서 가장 큰 정보

기술 지출 수 은 동일 업종 내 다른 기업들의 정보

기술지출수 과 양(+)의 계를 갖고 있음을 보고

하고 있다. 정보기술 인 자원의 크기도 이러한 모

방  동형화 상에 향을 받는지 확인하기 하

여 <표 4>의 모형 2에 업종 내에서 가장 큰 산

부서 인력집 도를 나타내는 RANK를 회귀모형에 

추가하 다. 수정결정계수는 35.07%에서 42.63%

로 증가하 고, 첨단산업변수가 비유의 으로 바

 것을 제외하고는 모형 1의 결과가 그 로 유지

되고 있다. RANK는 1% 수 에서 종속변수인 IT

와 양(+)의 유의성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의 정보기술 인 자원 수 은 기업규모가 커

질수록 증가할 것으로 기 되지만 정보기술 인

자원이 고정자원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

에 비례 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표 4>는 

이러한 기 에 따라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산부

서 인력집 도가 유의 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

여주고 있다. 

3.4.2 내부회계 리담당 산부서 인력집 도

의 결정요인 분석

산부서 총 인원  일부는 으로 혹은 부분

으로 내부회계 리업무를 담당한다. 이들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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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내부회계 리담당 산부서 인력집 도 모형

Variable 상부호
모형 1 모형 2

회귀계수 t 값 회귀계수 t 값

Intercept 0.048 28.46
***

0.059 22.97
***

ICR + 0.000 -0.110 0.000 -0.03

UNC + 0.005 9.91*** 0.005 9.51***

DIV -0.001 -8.19
***

-0.001 -9.56
***

FCF + 0.0007 2.77
***

0.0007 3.69
***

LEV - -0.003 -3.60*** -0.002 -2.77***

GRW ? 0.000 -1.58 0.001 1.79
*

AUTO + 0.000 0.06 0.000 0.58

TRAN + 0.004 11.89*** 0.004 11.56***

HIGH + 0.000 0.10 0.000 -0.64

SIZE - -0.002 -25.40
***

-0.002 -22.57
***

RANK + 0.031 15.54*** 0.029 14.54***

OWN ? 　 　 0.004 2.11
**

FOR + 　 　 0.0003 3.02
***

BSIZE + 　 　 0.0009 2.51**

BIND + 　 　 0.003 3.86
***

GROUP + 　 　 0.002 5.64
***

F 값 148.30*** 107.56***

수정 R
2

39.46 40.93

VIF 1.65 2.86

표본 수 2,760 2,760

 1) 변수의 정의는 <표 1>을 참조.

 2) t 값은 White-t 값을 사용.

 3) ***, **, *는 각각 1%, 5%, 10% 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들에는 산부서 인력집

도를 설명하는 회귀식 (1)의 결정요인들 이외에도 

회계투명성 증진을 목 으로 내부회계 리제도의 

강화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추가되었다. 경

자나 지배주주가 사 편익을 추구할 목 으로 회

계정보를 왜곡하여 가공하거나 보고할 가능성을 

나타내는 변수(OWN)와 이러한 왜곡을 억제하는 

통제 장치들을 나타내는 변수들(FOR, BSIZE, BIND, 

GROUP)이 추가된 분석결과를 <표 5>에 보고하

다. 모형은 합하며, 분산팽창계수의 최 값이 

3 미만이므로 다 공선성도 우려할 문제가 아닌 것

으로 보인다. 설명변수가 추가되었음에도 <표 4>

의 수정결정계수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종속변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산부서 인력집 도를 결정하는데 사용된 

요인들만을 이용하여 내부회계 리업무 담당 산

부서 인력집 도를 측한 결과는 <표 5>의 모형 

1에 보고하 다. 내부회계 리업무 담당 산부서 

인력집 도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인 이

일 외[2]에서는 수정결정계수가 20.2%이었지만 본 

논문의 <표 5>는 39.46%, 40.93%의 비교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한 이 일 외[2]에서는 

기업규모, 업활동의 불확실성, 이사회 규모만이 

유의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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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Fama-MacBeth[15] 방법을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회귀계수 평균 t-값

INTERCEPT 0.083 0.078 0.079 0.074 0.077 0.074 0.078 49.139 

ICR 0.002 0.004 0.007 0.007 0.006 0.004 0.005 5.877 

UNC 0.005 0.006 0.007 0.006 0.005 0.004 0.005 11.071 

DIV -0.001 -0.001 -0.001 -0.002 -0.001 -0.001 -0.001 -15.794 

FCF 0.007 0.001 -0.001 0.000 0.000 0.000 0.001 0.992 

LEV -0.004 -0.004 -0.001 -0.004 -0.003 -0.003 -0.003 -7.228 

GRW 0.000 -0.002 0.000 0.004 -0.001 0.002 0.001 0.607 

SIZE -0.003 -0.002 -0.003 -0.002 -0.002 -0.002 -0.002 -54.513 

AUTO 0.003 0.003 0.002 0.002 0.002 0.002 0.002 10.036 

TRAN 0.008 0.008 0.008 0.008 0.007 0.007 0.007 29.132 

HIGH 0.002 0.002 0.001 0.001 0.001 0.002 0.002 6.473 

RANK 0.080 0.174 0.064 0.087 0.235 0.089 0.122 4.006 

일 외[2]에서 업활동의 불확실성은 기 와는 달

리 음(-)의 유의성을 보 고 유의수 도 이사회 

규모와 함께 10% 수 에 불과하 다. 본 논문은 

유가증권 상장회사를 표본으로 하 지만 이 일 

외[2]는 유가증권 상장회사와 코스닥 상장회사들

을 표본으로 사용한 , 내부회계 리담당 산부

서 인력집 도를 설명하는 변수들이 다른  등이 

연구결과의 차이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표 5>에서 회귀계수의 크기나 유의수 은 

부분 <표 4>와 유사하지만 산업집 도(ICR)와 자

동화 산업(AUTO)은 비유의 으로 바 었다. 이

들 변수는 산부서의 인원집 도를 결정하는데 

유의 인 향을 미치나 산부서 내에서의 업무

성격 결정에는 향을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소유구조와 지배구조가 내부회계 리담당 산부

서 인력집 도에 미치는 향을 보면, 기 한 로 

외국인 지분율(FOR)이 클수록, 이사회 규모가 클수

록(BSIZE), 이사회의 독립성(BIND)이 높을수록 내

부회계 리담당 산부서 인력집 도도 유의 으

로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즉, 양호한 지배구조

에 따라 회계투명성에 한 노력도 증가하므로 내

부회계 리담당 산부서 인력집 도도 증가함을 

의미한다. 최  주주지분율(OWN)이 증가할수록 내

부회계 리담당 산부서 인력집 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지배주주와 소액주주간의 리인 문

제를 억제하기 한 내부회계 리제도 강화의 가

능성을 시사한다. 기 한 로 규모기업집단에 소

속한 기업(GROUP)은 그 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내부회계 리담당 산부서 인력집 도가 더 높다

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3.4.3 Fama-MacBeth[15]에 따른 추가 분석

지 까지는 기업-연도 찰치를 통합하여 분석

한 결과를 보고하 다. 그러나 동일한 기업에 

한 반복 인 찰치들이 회귀분석에 사용되고 있

기 때문에 시계열 상 계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Fama-MacBeth[15]의 방법을 따라 회귀식 

(1)을 연도별로 추정하고 이를 종합하여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를 <표 6>에 보고하 다. 회귀계수별

로 연도별 추정치의 평균을 구하고, 이것의 유의

성을 검증하기 한 t값을 “연도별 추정치의 평균

/(표 편차÷√N-1)”으로 계산한다. 여기에서 표

편차는 각 회귀계수의 연도별 추정치들의 표 편

차이고, N은 연도 수이다. <표 6>을 보면 합동표

본을 이용한 <표 1>의 결과들이 그 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수익성 변수(FCF)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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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과 달리 비유의 으로 나타났다. FCF 변수

는 2004년도에서만 유의 이고 나머지 연도들에서

는 모두 비유의 이었다.

4. 결  론

본 논문은 2004년부터 2009년 기간 동안 한국거

래소의 유가증권 상장기업들(비 융업종, 12월 결

산법인)의 산부서 인력집 도와 내부회계 리담

당 산부서 인력집 도의 결정요인들이 무엇인지

를 실증분석하 다. 정보기술인력은 기업의 정보

기술역량을 구성하는 요한 무형자원으로서 기업

성과에 요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

다. 그러나 정보기술인력의 요성에 한 많은 

강조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기

술인력의 크기를 설명하는 요인들에 하여는 알

려진 바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우리나라에

서는 정부의 규제로 인하여 상장기업의 산부서 

총인원과 내부회계 리업무를 담당하는 산부서 

인원수가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거쳐 강제로 공시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자료를 이용한 정보기술인

원 규모의 결정요인 분석은 정보기술 인 자원에 

한 기업의 의사결정에 한 이해는 물론 정보기

술 인 자원투자의 효과를 살피는 연구 등의 요

한 기 가 될 것이다. 

본 연구가 실증 으로 도출한 우리나라 상장기

업들의 정보기술 인력집 도와 내부회계 리담당 

산부서 인력집 도의 기 모형에 따르면 수익성

이 높고, 부채비율이 낮아 내부자 조달여력이 충

분하고, 산업집 도가 높으며 업환경이 불확실

할수록, 그리고 정보기술의 주된 역할이 자동화나 

변 과 신화인 기업, 첨단산업에 속한 기업일수

록 그 지 않은 기업들에 비하여 정보기술 인력집

도가 높은 것으로 발견되었다. 한 업종 내 가

장 높은 산부서 인력집 도는 업종 내 다른 기

업들의 산부서 인력집 도에 양(+)의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 모방  동형화 상도 있는 

것으로 단된다. 이들 요인들은 내부회계 리제

도 담당 산부서 인력집 도를 설명할 때에도 사

에 측한 방향으로의 유의성을 보여주었으며, 

외국인지분율이 높고 이사회규모가 크며 사외이사 

비율이 높아 양호한 기업지배구조를 갖는 기업일

수록 내부회계 리담당 산부서 인력집 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의 정보기술 인

력집 도의 결정요인들에 한 실증 증거를 최

로 제공하고 있으며, 내부회계 리제도 담당 산

부서 인력집 도의 결정요인들에 하여도 기존 

연구보다 설명력 높은 결과를 제시하는 공헌 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모든 실증연구들과 마찬

가지로 정보기술 인력집 도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찾는 본 연구도 락변수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한계 을 갖는다. 한 산부서 인원수 

 내부회계 리 담당 인원수에 한 자료를 수작

업에만 의존하여 수집해야 하는 자료 수집상의 어

려움 때문에 최근 연도까지 연구를 확장하지 못한 

한계 이 있다. 최근에 이르러 기업들의 정보기술

인력 조달 행동에서 과거와는 다른 체계 인 변화

가 있다면 본 논문의 분석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

한이 있음을 밝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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