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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생체인식기술을 탑재한 스마트 기기들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높은 

보안 인증이 요구되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망막, 지문, 음

성, 얼굴 등 개인의 신체 정보를 기반으로 한 생체인식기술들이 활용될 수 있는 서비스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 서비스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 체계를 컨조인트 분석기법을 사용하

여 분석하였다.

분석자료 수집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거주민을 대상으로 일대일 대면설문 방식

으로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 총 339명의 소비자에 대한 컨조인트 실험설문을 수행하였으

며, 이후 대표적인 이산선택모형인 다항로짓(Multinomial Logit Model) 및 혼합로짓모형

(Mixed Logit Model)을 활용하여 소비자 선호 함수를 추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시

장점유율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분석의 결과, 사용 비용, 적용 분야, 인프라, 신체 부위, 인식 소요시간,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 생체인식기술들이 활용될 수 있는 서비스들을 구성하는 주요한 속성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인의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인식시간, 사용 비용의 순서로 개인의 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수준의 보안 서비스 제공과 빠르고 정확한 인식 및 낮은 사용 비용이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시장에 확산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함을 의미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가상적인 상황에서의 시장점유율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하여 빠른 시간 내에 소비

자들의 선택을 높일 수 있는 생체정보기술 조합, 기술 개발 방향을 추가적으로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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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보안 수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생체인식기술 도입에 대한 사회

적 관심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 및 모바일 기기의 본인인증을 

활용한 금융거래, 정부 민원, 기기 인증 등의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증대되었으

며, 이로 인해 행정, 금융 등 다양한 수준의 개인 정보들이 민간 및 공공의 영역

에서 빅데이터의 형태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카드사와 같은 금융권, 통신 및 포털 서비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

태 등 저장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다양한 범죄에 대한 피해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으며1), 이로 인해 보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니즈를 반영하기 위한 높은 보안 설정이 가능한 기술들

에 대한 개발 및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 논의되고 있다. 특히 암호, 카드와 같은 

기존의 대표적인 인증 기술들은 사용 편의성, 분실 위험에서 분명한 한계점을 가

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내생적으로 편의성, 분실 위험으로부터 자유로

운 생체인식기술이 새로운 보안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생체인식기술은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공통적으로 신체 혹은 행동적 특징을 인

증 대상으로 삼는다. 기존 연구들을 통해 생체인식기술(Biometric Technology)

의 주요한 정의들을 살펴보면 생체인식기술은 “사람의 고유한 생체적 특성을 계산

적 방법으로 처리한 애플리케이션”(Hopkins, 1999), “개인 인증을 위하여 사용자

의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으로 구분하는 패턴 인식 시스템”(Jain et al., 2000), 

“개인의 고유한 신체적, 행동적 특징을 기반으로 인증하는 기술”(Coventry et 

al., 2003) 등으로 정의 된다2).

생체인식기술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주요하게 활용되는 기술은 지문인식, 홍채

인식, 안면인식, 음성인식 등이 있다.

지문인식기술은 지문의 디지털 영상을 획득하여 사용자를 인증하는 기술로써 

가장 널리 활용되어온 대표적인 생체인식기술이다. 그러나 지문인식기술은 건강

1) 대표적인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사례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의 2014년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있으며, 통신 및 포털서비스사의 개인정보 유출사례로는 2014년 KT의 개인정보 유

출, 2018년 라인프렌즈, 네이버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있음.

2)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혹은 행동적 특징으로 사용자를 인증하는 기술로 범위를 한정하고, 국내에

서 “생체인식기술” 및 “바이오인식기술”로 혼용되고 있지만“생체인식기술”을 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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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나 신체적 차이로 인해 활용이 제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문을 복사, 

위조하여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는 등 보안성에서 취약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스마트 기기 기반 금융 결제 서비스 

등 특별히 보안이 중요한 신서비스들에 사용되는 인증기술들로 전통적인 생체인

식기술인 지문보다는 홍채인식, 안면인식, 음성인식 기술 등 다양한 대안적 생체

인식기술들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3).

우선 홍채인식기술은 홍채의 고해상도 이미지 패턴을 적외선을 이용해 촬영하

고, 디지털 변환을 통해 개인의 고유한 특징을 추출하는 기술로,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스마트폰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들의 생체보안기술로 부상되고 있다. 하

지만 홍채인식기술의 경우, 사용자들의 거부감이 높고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에서 약점을 가진다. 다음으로 안면인식기술은 주로 코, 입, 턱, 눈

썹, 골격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용자를 인식하는 기술로 iOS 기반의 스마트 기

기들에 사용되고 있다. 안면인식기술은 상대적으로 자연스럽게 구현된다는 점에

서 홍채인식과 달리 사용자들의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

다. 하지만 안면인식기술의 경우, 조명, 환경, 각도 등에 따라 오작동 확률이 높

고 사진을 통해 간단히 인증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보안성에서 취약점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음성인식기술은 음성으로부터 추출한 특성을 이용하는 

기술로, 매일 사용하는 음성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면인식과 마찬가지로 상대적

으로 사용자들의 거부감은 낮지만, 주변 잡음으로 인한 오작동, 사용자에 따른 

인식률의 편차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녹음된 음성을 통한 악용 가능성이 높다 

(윤영일, 2018).

한편 이와 같이 다양한 생체인식기술의 개발 및 활용이 급증함에 따라 스마트 

기기를 중심으로 이를 활용한 제품⋅서비스들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애플

(Apple inc.)은 2014년 아이폰 5S(iPhone 5s)부터 기존의 암호형 인증체계로

부터 벗어나 지문인식센서 탑재를 통한 생체인식기술 기반의 보안체계로 전환하

였으며 나아가 최근에는 안면인식기술을 적용한 아이폰X(iPhone X, 2017)를 

시장에 선보이고, 애플페이(Apple Pay)에 생체 인식기술을 본인 인증 기술로 사

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생체인식기술 개발 및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4). 한편 삼성

3) 특히 보안에 대한 우려로 최근에는 다수의 제품군들에서 높은 보안성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홍채인식기술이 대표적인 생체인증기술로 적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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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 Elec. Co., Ltd.) 역시 2015년 갤럭시 S5(Galaxy S5)를 시작으로 

지문인식을 적용한 제품을 선보였으며, 구글(Google Inc.) 역시 안드로이드M 

6.0(Android 6.0, 마시멜로)과 안드로이드 페이에 지문인식 기능을 추가하였다. 

특히 삼성의 경우, 갤럭시노트 7(Galxy Note7)부터 이후 다수의 제품군들에서 

홍채인식기술을 적극적으로 인증기술로 적용하고 있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들의 시장규모

는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생체인식기술이 활용된 제품 및 서비스들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14년 81억 달러에서 2021년 497억 달러로 6배 이상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시장규모 역시 2014년 2,310억 원에서 

2021년 5,634억 원 규모로 두 배 이상 그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되었다 (윤

영일, 2018에서 재인용).

따라서 이러한 추세에 따라 생체인식기술에 대한 다양한 연구, 특히 공학적 

측면에서의 인식률 향상을 위한 알고리즘(Goswami et al., 2016), 인식 속도 

개선을 모듈 제안(Chen et al., 2016), 생체인식 정보 저장 암호와 기술(Yuan 

et al., 2013)등의 연구는 매우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활발한 기술 연구 

동향과 달리 생체인식기술을 도입하는 객체, 즉 수요자인 소비자들의 생체인식

기술에 대한 선호 양상을 분석한 연구들은 여전히 미흡한 편이다. 물론 기술적 

측면에서의 생체인식기술 개선은 분명 생체인식을 활용한 제품, 서비스 시장의 

확산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매우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생체인

식기술을 받아들이는 객체는 사용자들로, 이들에 대한 이해는 성공적인 생체인

식기술의 확산에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일부 사용자들은 생체인식기술 그 자체

를 또 다른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경로의 하나로써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

며 그 사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 등(Miltgen et al., 2013) 사용자들은 생체인

식기술에 대해 여전히 FUD(Fear, Uncertainty, Doubt)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제품, 서비스를 특성의 조합으로 설명하는 컨조인트 설문을 

통하여 다양한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들에 대한 소비자 선호 체계를 분

석하고 이를 통해 생체인식기술의 성공적인 확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

4) 실제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애플은 2015년 생체인식 기술 보안업체 프라이베리스(Privaris)의 특허 

26건을 취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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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소비자 선호 함수 추정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이산선택모형 추정 방법론인 다

항로짓(Multinomial Logit) 외 이질적인 선호 양태를 반영할 수 있는 혼합로짓

(Mixed Logit) 을 활용하여 생체인식과 관련된 주요 속성에 대한 소비자 선호함

수를 추정하였으며,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각 속성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한계지

불의사액(MWTP: Marginal Willingness To Pay), 각 속성의 상대 중요도 및 

시장점유율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빠른 시간 내에 소비자들의 선택을 높일 수 

있는 생체정보기술 조합, 기술 개발 방향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2장은 선행연구, 3장은 연구방법, 4장은 

표본 구성 및 설문 자료, 5장은 추정결과 그리고 6장은 결론 및 시사점이다.

Ⅱ. 선행연구

2.1 인증기술에 대한 소비자 선호 분석 연구

기존 인증기술에 대한 소비자 선호 분석연구들은 비록 공학적 기술 연구들에 

비하여 양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이지만, 주요한 몇 편의 연구들은 

기술적 측면, 대상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인증기술에 대한 소비자 선호 분석연구들은 기술적 측면에서 전통적인 인증 

기술인 암호와 암호 이외의 추가적인 새로운 보안 기술에 대한 소비자 수요로 

나눌 수 있으며, 분석 대상의 측면에서는 모바일기기, e-banking 등 인터넷 서

비스, 정부 민원서비스 등 공공서비스로 구분될 수 있다.

<표 1> 보안기술에 대한 소비자 선호 연구

연구자 연구내용 연구방법

Furnell et al., 

2008

○ 비즈니스맨은 모바일 기기인 PDA에 매우 중요한 

정보가 담겨있다고 생각함

○ 모바일 기기의 추가 보안에 소비자 니즈가 있음

문헌조사

Clarke and 

Furnell, 2005

○ 모바일 인증 수단으로 개인인증번호는 적합하지 않

으며 더 편리하고 보안성이 높은 생체인식기술이 인

증기술로 적합함

○ 소비자 또한 생체인식기술 사용에 대한 선호가 높음

온라인설문조사

기술통계

▶▶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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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내용 연구방법

Weir et al., 

2009

○ e-banking의 보안 인증으로 OTP이 인증 방식이 

가장 선호 되는 것으로 나타남

○ e-banking 보안 인증방법에 대해 보안성이 편의성

과 유용성 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실험설문조사

상관분석

분산분석

Venkatesh et 

al., 2012

○ 사용용이성과 보안규정이 사용자에게 온라인 정부 

민원서비스 거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남

웹설문

컨조인트 분석

클러스터

상대적 중요도 분석

Furnell and 

Evangelatos, 

2007

○ 소비자는 생체인식기술을 보안 분야, 금융분야에서

의 활용에 가치를 두는 것으로 나타남

○ 생체인식기술을 보안 지식 및 토큰(tokens) 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생체인식기술에 대한 높은 수준의 소비자 수용도가 

있는 것을 확인함

이메일설문

기술통계

먼저 Furnell et al. (2008)의 연구에서는 PDA를 사용하는 비즈니스맨이 모

바일기기(PDA)에 매우 중요한 정보가 담겨있으며 이를 위한 추가 보안 시스템

에 비용 지불 의사가 있음을 문헌조사 및 고찰을 통해 확인하였다. 실제로 기존 

설문들의 연구 분석 결과 평균 응답자들의 81%가 PDA 내의 정보가 매우 중요

한 것으로 응답했으며, 85%가 모바일 기기에 대한 추가 보안이 필요하다고 응답

하였다. 아울러 응답자의 69%가 추가 보안 시스템에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Clarke and Furnell (2005)은 온라인 설문을 통해 확보한 진술선호자

료들을 분석하여 사용자 인증 번호(PIN: Personnel Identification Number)

가 모바일 디바이스의 보안 기술로 적합하지 않음을 주장하였다. 설문의 결과, 

실제 상당수의 모바일 디바이스 사용자들이 사용자 인증번호를 전혀 활성화 시

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들의 대부분은 모바일 디바이스 인증 기술

로 생체인식기술을 인증번호에 비하여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

의 생체인식기술별 사용 의도 질문에서는 지문, 목소리, 홍채인식, 손모양, 안면

인식, 키스트로크 인식 순으로 사용할 의도가 있음을 확인했다.

한편 Weir et al. (2009)는 온라인 e-banking 인증에 대한 소비자 선호를 

상관분석 및 분산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일반적으로 사용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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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편의성과 유용성을 e-banking의 중요한 속성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무엇보

다 보안성에 가장 높은 중요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안성이 

e-banking의 필수적, 의무적인 요소임을 시사한다.

아울러 Venkatesh et al. (2012)는 단순한 기술통계 설문에서 벗어나 온라인 

정부 민원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선호 함수를 웹을 통한 컨조인트 설문을 통하여 

추정하였다5). 이후, 이를 바탕으로, 클러스터 분석, 포스트 혹(Post Hock) 분

석, 상대적 중요도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온라인 정부 민

원서비스에 있어 사용용이성(Usability)과 보안규정(Security Provision)이 가

장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사용용이성 및 위험 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응답자들의 경우, 이들 속성들이 전체의 속성 가운데 47.82∼58.17%

의 상대적 중요도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Furnell and Evangelatos (2007)은 이메일 설문조사를 통해 생

체인식기술에 대한 소비자 수용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대체로 소

비자들은 생체인식기술에 대한 높은 수준의 수용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다만, 이와 함께 생체인식기술 사용으로 인한 건강 및 신체의 손상 등 

물리적인 위협과 함께 생체정보의 유출 및 오용 등 정보유출에 대한 우려 역시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로, 응답자는 생체인식

기술을 여권과의 대조를 통한 본인 인증 그리고 공항 수속에 필요한 인증, 정부 

건물 출입, 신용카드 본인인증, ATM에서 현금 인출을 위한 본인 확인 등 보안 

분야, 금융 분야에서의 활용에 높은 가치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선호

하는 보안 기술에 대해서는 생체인식기술(61%)을 최우선 선호 기술로, 차 순위

로 선호하는 기술로는 암호에 대한 기억력 같은 보안 지식(31%), 스마트카드 같

은 토큰(tokens, 10%) 순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기존 인증기술에 대한 소비자 선호 분석연구 고찰 결과, 보안성이 모바

일기기, e-banking 등 인터넷 서비스, 정부 민원서비스 등 다양한 디지털 제품, 

서비스에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속성이며, 특히 전통적인 사용 인증 암

호를 대체할 추가인증에 대한 분명한 소비자 니즈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에 대

한 대체․추가 기술로 생체인식기술이 선호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본 연구는 2465명의 홍콩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컨조인트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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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3.1 컨조인트 분석

컨조인트 분석 방법은 응답자의의 진술선호자료를 분석하여 각 속성들에 대한 

소비자가 느끼는 효용 가치의 크기를 추정 가능하게 하고 이로부터 소비자가 제

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확률을 예측하는데 효과적인 방법론으로 널리 알려져 왔

다(Green and Srinivasan, 1990). 컨조인트 분석은 우선 분석대상의 여러 속

성 및 속성수준을 정의한 뒤 정해진 속성 수준들의 조합에 따른 여러 대안 중 

여러 응답자가 단일선택(choice), 순위선택(ranking) 등으로 대안 세트에 각각 

응답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와 같이 얻어진 선택자료들로부터 연구자들은 

답변 자료의 형태에 따라 최소자승회귀(Ordinary Least Square: OLS), 이산선

택모형(Discrete Choice Model) 등의 추정모형을 선택, 소비자들의 효용함수

를 추정할 수 있으며, 추정된 효용함수의 모수값을 활용, 각 속성에 대한 편의-

지불액 상충관계(trade-off)를 계산할 수 있다(Mackenzie, 1993). 따라서 이와 

같은 장점들로 인하여 컨조인트 분석은 최근 4차 산업 혁명과 관련된 다양한 IT 

제품 및 서비스 등6),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들에 대한 경

제적,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한 방법론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3.2 선호체계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선호함수를 추정

하기 위해 다항 로짓 모형(Multinominal Logit Model) 및 혼합 로짓 모형

(Mixed Logit Model)을 사용하였다.

다항로짓 모형은 식(1)과 같이 확률효용(random utility) 모형에 따라 응답자 

n이 3개의 가상대안( = 1, 2, 3)으로부터 얻는 효용을 나타낸다.




 





    (1)

이때, 응답자가 느끼는 확률효용 은 확정항(deterministic term) 과 

6) 클라우드서비스(이세원 외, 2015), 승차 공유 서비스(박문수 외, 2016), 전기자동차(Segal, 1995), 

차세대 전자지불수단(김태유 외, 2007) 등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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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란항(disturbant term) 의 합으로 정의된다(Train, 2009). 는 연구자

가 관찰할 수 있는 속성 혹은 속성 수준으로 인해 설명되는 효용이며, 는 그 

외 관측되지 않는 속성에 의해 설명되는 효용을 의미한다.

한 편 본 연구에서는 대표 소비자가 아닌 다양한 이질적인 소비자들의 선호양

태를 반영할 수 있는 혼합로짓모형(Mixed Logit Model)을 분석에 추가함으로

써 분석의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   } (2)

이때 혼합로짓모형과 다항로짓모형의 주요한 차이는 혼합로짓 모형의 경우, 

다항로짓 모형과 달리  (error term)뿐만 아니라 식(2)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에도 분포를 가정, 대체로 대안 간의 상관관계를 가정 할 수 있다는 점이다 

(Train, 2009)7).

Ⅳ. 표본 구성 및 설문 자료

4.1 설문자료

본 연구의 컨조인트 설문조사는 목적형 쿼터 샘플링(purposive quota sam-

pling)방식으로 추출한 서울, 경기 지방인 수도권에 거주하는 일반인 중 20대부

터 50대를 대상으로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일대일 직접 대면 방식

으로 진행되었다8). 설문기간 동안 총 517 응답자들에게 컨조인트 설문이 실시

되었으며, 그 가운데 부정확한 응답이나 불성실한 답변을 한 설문지와 2015년 

수도권 인구통계 비에 벗어난 설문지 178부를 제외한 339부가 본 연구의 최종 

자료로 활용되었다.

7) 

의 분포는 정규분포 외에도, 로그정규분포, 중도절단정규분포 다양하게 가정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 즉 평균이 , 분산 를 가지는 정규분포를 따른 것으로 가정하

였음.

8) 목적형 쿼터 샘플링은 크게 인구와 성별 두 기준으로, 개별 표본 그리드(grid)는 서울시와 경기도

에서 발표한 2015년 수도권 인구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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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339명 중 남성이 171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50.4%를 차지하였으며 여

성이 168명으로 49.6%를 차지하였다. 연령대는 20대가 74명으로 전체 응답자

의 21.8%이며, 30대는 87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25.7%로, 40대는 94명으로 

27.7%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50대는 84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24.8%를 차지

한다. 구체적인 표본 분포는 <표 2>와 같다.

한편, 컨조인트 대안세트들은 응답자에게 속성수준의 조합 729(3×3×3×3× 

3×3)의 가상 대안 들 가운데 직교성 테스트(orthogonal test)를 통해 추출된 

9개의 대안들로부터 각 3개의 대안들로 이루어진 3개의 세트로 구성된다. 즉, 

총 3개의 대안세트가 응답자들에게 주어지게 되며, 각 응답자들은 한 번에 3개

씩 제시되는 대안 중 가장 선호하는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최종적인 소

비자 선호 분석에는 339명×3번=1,017개의 관측치가 활용되게 된다.

<표 2> 생체인식기술 속성 및 속성수준

구분 항목
남자
(명)

여자
(명)

남자 백분율
(%)

여자 백분율
(%)

연령별 백분율
(%)

성별

20대 38 36 11.2 10.6 21.8

30대 44 43 13 12.7 25.7

40대 47 47 13.8 13.9 27.7

50대 42 42 12.4 12.4 24.8

합계 171 168 50.4 49.6 100

4.2 생체인식기술의 속성 및 속성 수준

<표 3> 생체인식기술 속성 및 속성수준

속성 속성수준 설명

사용비용

0 원/년
생체정보를 등록하여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지불해야하는 금액

예) 수수료, 연회비

5,000 원/년

10,000 원/년

적용분야

보안시스템
생체인식기술을 적용하는 분야

현재, 보안시스템에 가장 많이 사용 중이며, 향후 금융

과 헬스케어/의료 등의 분야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됨

금융분야

헬스케어/의료

▶▶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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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속성수준 설명

인프라

60%

적용분야에서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확률80%

100%

신체 부위

얼굴부위(안면, 홍채 등)

생체인식을 위해 등록하고 사용하는 신체 부위손부위(지문, 정맥 등)

목소리

인식 소요시간

1초

생체인식단말기가 개인의 신체적 특징(지문, 홍채, 망

막, 얼굴, 목소리 등)을 인식하는데 걸리는 시간
5초

10초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해킹 위험성)

0% (전혀 없음) 생체정보를 등록 후 활용, 그리고 그만 이용하기 위해 

마지막에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의 정도

(10년 사용을 기준으로, 개인정부 유출이 전혀 일어나

지 않으면 유출 가능성은 0%, 1회 발생하면 유출 가능

성은 1%, 2회 발생(5년에 1회)하면 유출 가능성은 2%)

1%

(10년에 1회 정도 가능성)

2%

(5년에 1회 정도 가능성)

본 연구의 컨조인트분석에 고려한 생체인식기술의 주요 속성 및 속성수준은 

기존 연구 조사와 문헌 조사 등을 통해 <표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때, 

주 속성들은 사용비용, 적용분야, 인프라, 신체 부위, 인식 소요시간, 개인 정보 

유출 가능성으로 선정되었으며, 실제로 이들 속성들은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에 대한 주요한 기술 개발 목표 및 정책 수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속성

들이다.

먼저 ‘사용 비용’의 속성 수준으로는 생체정보를 등록하여 생체인식기술을 활

용하기 위해 지불해야하는 금액을 연간 지불 금액으로 나타낸 것으로, 그 수준은 

‘0 원/년’, ‘5,000 원/년’, ‘10,000 원/년’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현재 시장에 존

재하는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는 대부분 무료 혹은 간단한 신용카드 연

회비 최저 수준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한편, ‘적용분야’의 속성 수준으로는 생체인식기술을 적용하는 분야로 현재 생

체인식기술의 가장 많이 활용되는 ‘보안’, ‘금융’과 ‘헬스케어’을 속성수준으로 

고려하였다. 이는 향후 10년간 생체인식기술이 가장 큰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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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되는 분야로 생체인식기술이 활발히 활용될 분야에 대한 소비자 선호 분석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정보통신진흥센터, 2016).

이어 ‘인프라’는 적용분야에서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확률을 지칭하

는 것으로, 속성의 수준은 각각 ’60%’, ‘80%’, ‘100%’로 가정하였다9).

‘신체부위’는 생체인식을 위해 등록하고 사용하는 신체 부위로 ‘얼굴부위(안

면, 홍채 등)’, ‘손부위(지문, 정맥 등)’, ‘목소리’로 속성 수준을 구분하였다. 현재 

가장 활성화된 생체인식기술인 신체적 특징 ‘얼굴부위(안면, 홍채 등)’, ‘손부위

(지문, 정맥 등)’ 그리고 행동적 특징 중 가장 활성화된 ‘음성인식’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를 분석하는 것이 실질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식소요시간’은 생체인식단말기가 개인의 신체적 특징(지문, 홍채, 

망막, 얼굴, 목소리 등)을 인식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낸 것으로, 개별 수준은 

현재 생체인식기술 중 인식 시간이 가장 빠른 지문⋅홍채 기술인 ‘1초’를 기준으

로 하되, 여전히 생체인식기술의 인식기술 오류가 발생하여 시간이 더욱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5초’, ‘10초’를 새로운 속성수준으로 추가 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해킹 위험성)’은 생체정보를 등록 후 활용, 

그리고 그만 이용하기 위해 마지막에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

보 유출 가능성을 나타낸 정도로 10년 사용을 기준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전혀 

일어나지 않으면 유출 가능성은 ‘0%’, 1회 발생하면 유출 가능성은 ‘1%’, 2회 

발생(5년에 1회)하면 유출 가능성은 ‘2%’ 임을 의미한다. 다만 생체 정보의 ‘개

인정보 유출 가능성(해킹 위험성)’이 아직 사회적으로 공개된 적이 없는바, 임의

로 속성의 수준을 가정하였다.

9) 현재 대표적 인증기술인 “암호”가 대다수의 서비스들에 널리 활용되고 있으므로, 암호의 경우 완

전한 인프라 수준 (100%)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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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추정결과

5.1 실증모형 추정결과

<표 4> 생체인식기술 다항 로짓 및 혼합 로짓 모형 추정결과

변수
다항 로짓 모형 혼합 로짓 모형

계수값 계수값(평균)

사용 비용 -0.099*** -0.175***

인프라 0.014*** 0.019***

인식 소요시간 -0.112*** -0.176***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0.707*** -1.207***

적용 분야: 금융분야 0.195** 0.343*

적용 분야: 헬스케어/의료 -0.648*** -0.925***

신체 부위: 손부위(지문, 정맥 등) 0.238*** 0.352**

신체 부위: 목소리 -0.369*** -0.692***

주: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항 로짓 모형(Multinominal Logit Model) 분

석 결과, ‘적용 분야: 금융분야’는 유의 수준 5% 내에서, 그 외 모든 변수들은 

유의 수준 1% 내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혼합 로짓 모형 (Mixed 

Logit Model)의 분석결과 역시 ‘적용 분야: 금융분야’는 10%, ‘신체 부위: 손부

위’는 5% 유의수준에서 그 외 모든 변수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추정치의 방향이 다항 로짓 모형(Multinominal Logit Model)과 일치

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모형에 따라 크게 추정결과의 편차가 없음을 확

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항 로짓 모형과 혼합 로짓 모형의 결과가 그 

방향에서 크게 차이가 없는바 다항 로짓 모형 결과를 분석 기준으로 정하였으며 

속성별 추정결과는 <표 4>와 같다.

주요한 개별 속성에 대한 모수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사용 비용’, ‘인식 소요 

시간’,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그 추정치는 음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계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직관과 부합하는 결과로 비용이 올라가면 소

비자의 선호도가 감소하며, 인식 시간이 길어질수록 소비자의 선호도는 감소하



컨조인트 분석을 이용한 생체인식기술활용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선호 분석 연구

- 194 -

고,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커질수록 소비자의 선호도가 감소함을 의미한다.

반면, ‘인프라’는 1% 유의 수준에서 양의 방향 내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는 소비자가 생체인식기술을 적용하는 분야에서 생체인식기술을 사용

할 수 있는 확률이 증가할수록 선호함을 의미한다. 즉, 간접네트워크 효과적 특

성을 가지는 ‘인프라’가 더 많이 갖춰질수록 소비자의 효용은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적용분야에서는 ‘적용분야: 금융⋅헬스케어/의료’는 1% 유의 수준 내에

서 음의 방향으로 유의미하며 ‘적용분야: 금융’은 5% 유의 수준에서 양의 방향으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용분야: 금융’이 ‘적용분야: 보안시스템’

에 비해 더 선호되며, 반면 ‘적용분야: 헬스케어/의료’는 ‘적용분야: 보안시스템’

에 비해 선호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소비자들은 생체인식기술을 헬스케어/

의료보다는 상대적으로 금융분야 및 보안시스템을 주요한 적용분야로 고려하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상업화에 성공한 생체인식기술 대부분

이 보안 인증에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신체부위에서는 ‘신체부위: 손부위⋅목소리’는 1% 유의 수준에서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하며, ‘신체부위: 목소리’는 1% 유의 수준에서 음의 방향으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부위: 손부위’가 ‘신체부위: 얼굴부위’

에 비해 더 선호되며, ‘신체부위: 목소리’가 ‘신체부위: 얼굴부위’에 비해 비선호 

됨을 의미한다. 이는 소비자들이 생체인식기술 중 상용화가 많이 된 손부위 와 

얼굴부위를 상용화가 많이 되지 않은 목소리에 비해 선호하는 현상, 즉 접근용이

성(availability)이 소비자 선호에 반영되었음을 시사한다.

5.2 속성별 상대적 중요도

한편 소비자 효용 함수의 모수 추정 결과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계산을 통하여 

각 속성의 부분 가치를 구할 수 있다. 이때, 부분 가치란 사용자가 각각의 속성

에 대해서 갖는 평균적 선호도를 의미하며 추정된 계수 값에 컨조인트 설문에서 

사용한 속성별 수준 값의 변동 폭의 곱으로 계산된다. 여기서 수준 값의 변동 

폭은 속성 수준의 값의 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이로 구할 수 있다(이세원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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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가치속성의변환구간× (3)

상대적 중요도는 속성의 부분가치합 대비 속성의 부분가치 비중으로 정의된

다.

상대적중요도


부분가치

부분가치
× (4)

앞서 추정된 다항 로짓 모형(Multinominal Logit Model)의 계수로 각 속성

에 대한 부분가치 및 상대적 중요도의 추정 결과는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속성별 상대적 중요도

변수 부분가치 상대적 중요도 

사용 비용 0.99 18.26%

인프라 0.56 10.33%

인식 소요시간 1.008 18.59%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1.414 26.08%

적용 부위: 손부위(지문, 정맥 등) 0.238  4.39%

적용 부위: 목소리 0.369  6.81%

적용 분야: 금융분야 0.195  3.6%

적용 분야: 헬스케어/의료 0.648 11.95%

분석의 결과, 사용 비용, 인프라, 인식 소요시간, 적용 부위 중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에 소비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성은 개인정보 유출 가능

성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인식 소요시간과 사용 비용 순으로 높게 나타

났다.

이는 실제로 소비자가 개인 정보 유출 가능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범죄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개인⋅생체 정보의 유출에 대

한 비선호가 높은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임을 유추해볼 수 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사용비용이 최근 출시된 생체인식서비스가 무료로 제

공되는 시장 상황이 반영되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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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인프라 순이며, 신체 부위 및 적용 분야는 각 속성 비들의 합으로 비교하여 

적용 분야가 적용부위보다 상대적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3 한계지불의사액(MWTP)

<표 6> 한계지불의사액

속성 한계지불의사액(MWTP), 원

인프라   141

인식 소요시간 -1,131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7,141

전술한 추정 모수 값 및 상대중요도는 소비자의 상대적인 선호 체계 양상을 

나타낸 것으로, 해당 추정 수치들은 소비자 후생 평가에 직접적으로 활용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화폐단위를 기준으로 소비자 효용을 나타낼 수 있는 

한계지불의사액(Marginal Willingness to Pay)을 추가로 계산하였다. 한계지

불의사액은 속성이 한 단위 변할 때 효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불할 수 있는 지

불의사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속성 변화에 따른 보상액으로 해석할 수 있다(박문

수 외, 2016).

 









 
 


(4)

이때, 은 소비자의 효용, 와  는 각각 가격 이외의 속성의 추정계수, 

속성을 의미하며, 와 는 각각 가격의 추정계수 및 속성을 의미한다.

먼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한계지불의사액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유

출 가능성이 1% 증가할 때 한계지불의사액이 –7,141 원으로 가장 높다. 즉, 소

비자의 생체인식정보에 대한 보안 강화, 수집 및 저장에 관한 규제‧정책으로 개

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낮출 때 소비자들의 후생이 가장 크게 증가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규제‧정책적으로 

중요하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범죄에 대한 피해 사례들로 인해 정부의 규제에 

대한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고 생체 인식 정보는 정보대상인 신체․행동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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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의 어려움으로 신체 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 물론 정부의 규제로 관련 서비스에 대한 확

장이 제한되고 있다는 의견도 존재하지만, 지나치지 않은 수준에서 정부의 규제․

정책적 개입으로 생체인식 정보 유출 가능성을 개선할 수 있다면 소비자 후생 

증대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생체인식 정보의 저장 및 

수집 범위에 관한 정부의 규제․정책적 개입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인식 소요 시간’은 1초 증가할 때 한계지불의사액이 –1,131 원으로 나

타났다. 즉, 인식처리 기술 개발로 인식시간을 1초 줄일 때 소비자 후생의 증가

가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인프라’는 20% 증가할 때 한계지불

의사액이 141원으로 나타나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5.4 시장 시뮬레이션

본 연구에서는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확산을 위한 함의를 제공하기 

위해 기술의 발전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속성인 ‘인식시간’과 정부의 정책과 

투자에 따른 변화가 예상되는 ‘인프라’ 구축 정도에 따른 시장 점유율 시뮬레이

션을 진행하였다.

전술한 상대적 중요도에서 크게 나타났던 ‘인식시간’은 기술 발전 수준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크게 미치므로, 기술개발 목표 및 방향 선정을 위해서는 

기술 수준의 변화에 따른 소비자 선택 변화 파악이 중요하며, ‘인프라’ 구축같이 

정부의 정책적․금전적 지원이 필요한 속성 역시 정책 수립 이전에 인프라 수준에 

따른 소비자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중요 속성 변화에 따른 시장 점유율 변화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혼합로짓

모형(Mixed Logit Model)을 활용하여 추정된 모수값 를 기반으로 가상의 시

나리오 시장 내에서 소비자 이 대안 를 선택할 확률을 식(5)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다. 앞서 계산된 선택확률은 대안 j에 대한 소비자 의 평균적 선택확률을 

의미하며 그 결과는 각각의 대안이 시나리오 상황 내 시장에서 갖는 점유율로 

해석할 수 있다(Choi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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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택확률을 기반으로 추정한 시장 점유율 계산을 위해 기준 시나리오를 각각

의 인증대상 부위에 따라 현시의 기술 수준 및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표 7>과 

같이 선정하였다.

<표 7> 시뮬레이션 기준 속성

속성
부위별 시뮬레이션 기준 속성 수준

안면 부위(안면, 홍채 등) 목소리 손부위(지문, 정맥)

사용비용(단위. 1,000원) 0 0 0

인프라(%) 60 50 70

인식소요시간(초) 1 2 1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1 1 1

적용분야(금융분야) 금융분야 금융분야 금융분야

시장 점유율(%) 32.61 11.32 56.07

기준 시나리오는 ‘사용 비용 0 원’10),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1%’11), ‘적용분

야: 금융분야’12)를 공통으로 ‘인프라13)’ 및 ‘인식 소요시간’14)을 각각의 인증 부

위에 따라 ‘안면 부위: 인프라 60%’, ‘인식 소요시간 1초’, ‘목소리: 인프라 

50%’, ‘인식 소요시간 2초’, ‘손부위: 인프라 70%’, ‘인식 소요시간 1초’로 설정

10) 현재 시장에 존재하는 생체인식 서비스 중 모바일 송금 및 뱅킹 서비스의 사용비용이 무료인 

점을 참고하여 ‘0원’ 선정하였음.

11)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은 ‘0%’와 ‘2%’의 중간값인 ‘1%’을 선정하였음.

12) ‘적용분야’는 생체인식기술의 활용이 가장 활발할 것으로 예측된 ‘금융분야’를 공통기준으로 선

정하였음.

13) 인프라는 현재 보급률이 가장 높은 기술인 손부위 기술을 ‘70%’로 선정 부위별 시장 점유율을 

상대적으로 고려하여 안면 부위를 60%로 목소리를 제일 낮은 ‘50%’로 선정하였음.

14) 인식 소요 시간은 애플(Apple inc.)사의 아이폰 X(iPhone X)의 페이스 ID 인식시간 1.2초를 참조

하여 1초로, 아이폰7 플러스(iPhone 7 plus)의 터치 ID의 인식속도인 0.91초를 참조하여 ‘1초’, 

상대적으로 인식속도가 떨어지는 목소리를 ‘2초’로 선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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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분석의 결과, 기준 시나리오에서의 각 신체 부위별 시장 점유율 추정결과는 

안면부위: 32.61%, 목소리: 11.32%, 손부위: 56.07% 로 나타나, 손부위의 시장

점유율이 전체 시장의 과반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 시뮬레이션 기본 결과로 추가적인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

면 다음과 같다. 우선 ‘손부위’의 ‘인식시간’ 변화에 따른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

면 기본 시나리오인 1초에서 0.01초로 변화함에 따라 선택확률이 4.24%p 증가

하여 56.07%에서 60.31%로 변화한다. 그 가운데 1초에서 0.1초로 변화할 때는 

선택확률이 3.85%p 증가한 반면 0.1초에서 0.05초로 변화하면서 증가폭이 

0.22%p로 줄어들어 시장 점유율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가 0.1초와 0.05초의 변화에 대해서 효용의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림 1> ‘손부위’ 인식시간에 따른 시장 점유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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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얼굴부위’ 인식시간에 따른 시장 점유율 변화

다음은 ‘얼굴부위’의 ‘인식시간’의 변화에 따른 시장 점유율로 인식시간이 1초

에서 0.01초로 변화함에 따라 시장 점유율이 3.94%p 증가하여 32.61%에서 

36.55%로 증가한다. 그 가운데 1초에서 0.1초로 변화할 때 시장 점유율이 

3.57%p 증가하는 반면, 0.1초에서 0.05초로 변화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0.2%p

로 소폭 증가하여 역시 점유율 증가가 둔화된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인증 기술의 종류와 상관없이 0.1초와 0.05초의 변화에 대

해서 효용의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림 3> ‘얼굴부위’ 인프라에 따른 시장 점유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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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손부위’ 인프라에 따른 시장 점유율 변화

마지막으로 <그림 3> ‘얼굴부위’ ‘인프라’ 변화에 따른 선택확률 변화를 살펴

보면, ‘얼굴부위’의 ‘인프라’가 60%에서 완전 보급인 100%로 변화할 때 시장 점

유율이 32.61%에서 50.58%로 매우 크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얼굴

부위 인프라의 증가에 따른 시장 점유율이 <그림 4>의 손부위의 인프라 증가에 

따른 시장 점유율 결과에 비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부의 정책으로 얼굴부위의 생체인식기술 인프라 보급률을 증가시키면 기술 확

산이 촉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Ⅵ.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컨조인트 분석을 사용하여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에 대

한 소비자 진술선호자료를 분석하였으며, 다항 로짓 모형(Multinominal Logit 

Model) 및 혼합 로짓 모형(Mixed Logit Model)을 통하여 선호함수를 추정하였

다. 아울러 추정된 선호함수를 기반으로 상대적 중요도(Relative Importance), 

한계 지불 의사액(Marginal Willingness to Pay) 및 시장 점유율 시뮬레이션

(Simulation)을 수행하였다.

선호함수 추정 결과를 통해 사용비용, 인식 소요시간,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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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선택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소비자는 적용분야 중 금융 분야에서의 활용을 보안 분야에서의 활용 보다 선호

하며, 헬스케어/의료 분야에서의 활용은 보안 분야에서의 활용 보다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소비자는 신체 부위 중 손 부위를 가장 선호하

고 얼굴부위, 목소리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중요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소비자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인식 소요시간, 사용비용 그리고 인프라 순으로 중요하게 생

각하였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범죄사례의 증가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회적 선호도가 반영된 결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1% 감소할 때 소비자의 사회적 후생은 7,140 

원 증가하며 이는 생체정보의 수집 범위․저장 방법에 정책적 개입의 정당성을 실

증하는 경제적인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인프라 구축에 따른 시장점유율

의 변화는 얼굴부위가 손 부위에 비해서 민감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기업 측면에서의 몇 가지의 기술경

영 함의를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에 있어서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높은 

보안 수준이 요구되는바 생체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생체 정보 암호화 및 저장 

방법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 생체인식기술 또한 정보를 저장하는 방법에 있어

서 보안에 취약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했을 때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한 서비스가 더 빨리 확산될 수 있다. 둘째, 인식 소요시간을 단축하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인식 소요시간이 사용 비용만큼 소비자에게 중요한 속성이므

로 인식 소요 시간을 줄이는 기술개발이 기업에 요구된다. 셋째, 금융 분야에 대

한 생체인식기술 적용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많은 생체인식기술이 보안 

인증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금융 분야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높은 데 

반하여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한 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대한 활

용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얼굴 부위 및 목소리에 대한 생체인식기술 개발이 필

요하다. 얼굴 부위 및 목소리가 손 부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비자 선호도가 

떨어지지만, 이는 손 부위 기술보다 상대적으로 긴 인식 소요시간 및 낮은 인식

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을 유추해볼 수 있다. 따라서 얼굴 부위․목소리 인식 기

술의 개발 및 개선을 통해 높은 수준의 생체인식기술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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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기회가 있다.

아울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의 정책적 제언을 추가할 수 있다.

먼저, 생체인식정보의 보안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높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의 정보 수집⋅관리⋅폐기에 대한 정책적 관리 및 표준화가 필요하다. 생체인식

정보는 변경이 불가능한 특성 때문에 정보 유출시 도용에 따른 범죄 노출 및 유

출된 신체 정보를 인증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등 그 피해가 매우 큰 내생적 특

성을 가지고 있다. 소비자 인증 기술 중 보안성을 가장 높은 가치를 두는 선행연

구의 결과와 일치하며 규제⋅정책적 개입을 통해 생체인식정보의 보안을 강화하

거나 기업의 생체인식정보 수집 및 저장 권한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기술 확산 

및 사회 복리 증대를 위해 필요하다.

다음으로,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얼굴 부위 

인식 서비스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

다. 지문⋅목소리 인식 기술보다 얼굴 부위 인식서비스에 대해 인프라 구축에 

따른 시장 점유율 변화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는 인프라 구축에 따라 얼굴 

부위 인식 서비스 시장이 다른 기술에 비해 더욱 증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표준화 마련 및 제도적․금전적 지원을 통해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기술 확산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컨조인트를 통하여 획득한 진술선호자료들을 기반으로 생체인식기

술을 활용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선호함수를 추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기술경영,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분명한 함

의를 가진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횡단면적인 선호실험은 소비자들의 동적인 선

호변화를 나타낼 수는 없다는 분명한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추후 동적인 컨조인

트 실험 설계 등을 통한 추적 조사를 실시할 경우, 생체인식기술에 대한 소비자 

선호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의 진술선호자료 외 시장

자료인 현시선호자료(Revealed Preference Data)를 결합하여 추정하거나 계

층적 선호 모형 등 추가적인 추정모형의 세부 부분 개선이 이루어지면 더욱 다양

한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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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smart devices equipped with biometrics technology is deployed, it is getting 

important to provide services with high security authentication. In this study, consumer’s 

preference on the services which utilize various biometric informations for authentication 

such as retina, fingerprint, voice, and face, has been studied by using Conjoint Analysis.

In this paper, by collecting stated choice preference data from a survey of 339 consum-

ers which was conducted from January to March 2016 in a face-to-face questionnaire 

survey method for the residents in the metropolitan area, consumer’s preference for bio-

metrics has been analyzed by using Multinomial Logit Model, Mixed Logit Model and 

market share simulation using the parameters from the models.

As a result, all of the major attributes such as usage cost, service field, infrastructure, 

authentication characteristics, authentication time, possibility of leakage of personal in-

formation for utilizing biometric service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the consumers’ 

choice of devices/services equipped with biometrics technology. Especially, personal in-

formation leakage probability, authentication time, and usage cost are estimated to be 

the core attribute. In addition, this study explored the development direction for the suc-

cessful deployment of devices/services equipped with biometrics technology for authenti-

cation through market share simulation.

Key Words ; Biometrics, Conjoint Analysis, Multinominal Logit Model, Mixed Logit Model

 * First Author, MS Student, Graduate School of Technology and Innovation Management, Hanyang 

University, ssjanggs@gmail.com

**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Technology and Innovation Management, 

Hanyang University, boogalooaz@hanyang.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