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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패스워드, 패턴 락, 지문인식 등의 기존 스마트폰 인증 기술은 사용자의 높은 자각을 요구하며 한번 인증이 되면 

재인증 차 없이 모든 정보에 근이 허용되는 일시  인증이다. 이를 보완하기 해 최근 스마트폰 사용자의 기기 

사용 패턴  행동을 기반으로 한 행  기반 인증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는 사용자 심의 연구가 아

닌 인증의 정확도를 높이는 연구가 으로 수행되었다. 인증은 사람이 직  사용하는 것이므로 사용자 인식의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인증을 강화하고 빈번히 발생하는 인증에 한 사용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해 행  기

반 인증 기술에 해 사용자 심의 연구를 수행한다. 이를 해 기존의 행  기반 인증에 한 연구를 바탕으로 인

증 요소를 선별하고 이에 한 인식  행  기반 인증 기법의 수용에 한 인식을 분석한다. 

ABSTRACT

The growth in smartphone service has given rise to an increase in frequency and importance of authentication. Existing 

smartphone authentication mechanisms such as passwords, pattern lock and fingerprint recognition require a high level of 

awareness and authenticate users temporarily with a point-of-entry techniques. To overcome these disadvantages, there have 

been active researches in behavior-based authentication. However, previous studies focused on enhancing the accuracy of the 

authentication. Since authentication is directly used by people, it is necessary to reflect actual users’ perception. This paper 

proposes user perception on behavior-based authentication with feature analysis. We conduct user survey to empirically 

understand user perception regarding behavioral authentication with selected authentication features. Then, we analyze 

acceptance of the behavioral authentication to provide continuous authentication with minimal awareness while using the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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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ality Feature Examples
Perform

ance

Risk 

Level

Touch 
Type, Position, 

Direction, Pressure 

EER 

0.5%
1

App 

Usage

App name, Usage 

time, Location

EER 

1%
2

Web 

Usage

IP address, URL, 

Time, Location

EER

1%
2

Location
Location, Moving 

pattern

FAR<0.1,

FRR<0.05
3

Call
Phone number, Call 

time, Location

EER

2.2%
3

SMS 
Phone number, 

Time, Location

EER

5.4%
3

Table 1. Authentication Modalities for our study

폰 사용자의 기기 사용 패턴  행동 기반의 행  기

반 인증이 두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행  기반 인

증 연구는 사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증의 정확도 

향상을 한 연구가 으로 수행되었다는 문제

이 존재한다. 인증은 사람이 직  사용하므로 사용자

의 불편함을 감소시키고 사용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해 사용자 심의 연구가 추가 으로 필요하다

[1-2]. 

본 논문은 복합 행  기반 인증 요소의 분류‧분석

을 바탕으로 인증요소를 선별하고 이를 활용하는 행

 기반 인증 기법에 한 사용자 심의 인증 수용 

정도를 분석한다. 나아가, 기존 인증 방법과의 인식 

비교  행  기반 인증 기법에 활용되는 각각의 인

증 요소에 한 인식 분석을 바탕으로 수용 가능성을 

분석하고, 수용 정도가 낮은 인증 요소에 해 원인

을 악한다.

II. 이론  배경

2.1 기존 스마트폰 인증 기술

기 스마트폰에 도입된 인증 기술은 패스워드, 

PIN으로 사용성이 높고 메커니즘이 단순한 반면 사

용자 기억에 의존해야하고 사  공격  추측 공격에 

취약하다[3-4]. 이후 도입된 안드로이드 패턴 락 

한 사용자 기억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스머지 공격 

(Smudge Attack)과 더 서핑 공격 (Shoulder 

Surfing Attack)에 취약하다는 단 이 있다[5-7]. 

이들의 한계 을 극복하기 해 최근 사용자의 생

체정보를 인증에 활용하는 지문 인식 기술, 얼굴 인

식 기술, 홍채 인식 기술 등의 생체 인증 기술이 

두되었다[8-9]. 생체 인증 기술은 인증 시간이 짧아 

편의성이 높고 사용자 고유의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

에 조가 어려워 보안성이 높다는 장 을 가진다. 

하지만, 생체 인증 기술은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사

용자 거부감이 가장 큰 문제이며, 사용자가 인증을 

해 하던 일을 멈추고 인증을 수행해야하는 번거로

움이 있다[10-11]. 이러한 기존 인증 기술의 근본

인 한계 은 한번 인증이 되면 이후 인증을 수행하지 

않는 포인트-오 -엔트리 (point-of-entry) 방식의 

일시  인증에 불과하다는 것이다[12-13].

2.2 행  기반 인증 기술

행  기반 인증 기술은 신체  정보를 활용하는 

기존의 생체 인증 기술과 다르게 사용자의 다양한 행

동 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를 인증한다. 행  기반 

인증은 일시  인증 이후에도 사용자의 행 를 지속

으로 추 하여 인증을 수행하는 지속 인증이 가능

하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행  기반 

인증 기술의 필요성이 두되었고 이를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4]. 

본 연구에서는 행  기반 인증 과정에서 사용자를 

구별하는데 사용되는 행  요소를 물리  요소와 논

리  요소로 구분한다. 물리  요소는 터치스크린 센

서, 가속도계, 자이로스코 , 압력센서 등의 스마트

폰에 내장된 센서로부터 수집되는 좌표, 압력, 면  

등의 데이터에서 추출 가능한 정보를 의미한다

[15-23]. 논리  요소는 앱 사용 방식, 웹 사용 방

식, 통화  문자 송·수신 이력, 치 이동 정보 등 

사용자의 기기 사용에 한 행동으로 사용된 앱 이

름, 시작 시간, URL, 문자 입력 패턴 등을 추출해 

낼 수 있다[4-5][22-26]. Table 1은 선별한 인증 

요소의 특징 시와 각각의 성능  험도를 요약한

다. 물리  인증 요소의 경우, 터치 정보를 이용한 

행  기반 인증 기술이 주된 연구로 최  0.5%의 

정확도를 보이며 단독 인증 요소로 활용되기도 하

다. 논리  요소의 경우,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 으

로 활용되는 경향을 보 으며 그  앱과 웹 사용 정

보에 한 연구가 활발하 다. 뿐만 아니라 화  

문자기록은 각각 최  EER 2.2%, 5.4%의 높은 

정확도를 보 다. 치 정보는 부분의 요소와 결합

되어 세부 인증 요소로 활용 되거나 독립 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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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이동 패턴으로 인증 시 활용되었다. 

선행 연구의 보편성과 인증 정확도를 기 으로 6

개 인증 요소를 선별하 으며 해당 인증 요소에 한 

기술  보안 측면  라이버시 측면에서의 험도 

분석을 해 ISO/IEC 27005를 바탕으로 보안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의 수 에 해 험도 

(Risk Level)를 3 단계로 평가하 다[27-28]. 

치 이동 정보, 통화기록 문자기록은 사용자에 한 

정보가 직 으로 드러날 수 있으며 된 데이터

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행동을 추 할 수 

있는 가장 민감한 정보이므로 3단계로 할당한다. 앱 

사용 정보와 웹 사용 정보는 사용자에 한 직 인 

정보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용 내역의 경우 사용자가 

숨기고 싶거나 공유하고 싶지 않은 정보가 있을 수 

있으므로 2단계로 설정한다. 터치 정보는 사용자를 

나타내는 직 인 정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단편

인 터치정보가 공유되더라도 개인을 특정할 수 없으

므로 1단계로 분류한다. 

III.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사용자의 기존 인증에 한 경험과 행

 기반 인증에 한 인식이 행  기반 인증 기법 수

용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독립변수는 기

존 인증에 한 경험이며, 행  기반 인증에 한 인

식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변수 간의 계에 한 가

설을 정립하 다.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3.1 가설 설정

각 가설은 행  기반 인증 수용 여부에 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기존 인증에 한 경험(H1)과 행  

기반 인증에 한 인식(H3)을 제시하고 기존 인증

의 경험에 따른 행  기반 인증 인식 차이(H2) 분

석을 한 상  가설과 세부 가설로 구성되어 있다.

•H1: 기존 인증에 한 경험은 행  기반 인증 

기법 수용 여부에 향을 미친다.

행  기반 인증은 기존의 인증 방법에 추가되거나 

이를 체할 것으로 보이며 기존 인증을 사용하는 방

식과 이에 한 인식이 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사용자의 보안 의식과 스마트폰 인증 방식에 

한 인식  수용 패턴을 변수로 설정하여 가설 

H1에 해 다음을 제시한다.

- H1_1: 사용자의 보안 의식은 행  기반 인증 

기법 수용 여부에 향을 미친다.

- H1_2: 기존 인증에 한 인식은 행  기반 인

증 기법 수용 여부에 향을 미친다.

․H1_2a: 기존 인증의 사용 편의성에 한 인식

은 행  기반 인증 기법 수용 여부에 향을 미

친다.

․H1_2b: 기존 인증의 개인정보에 한 인식은 

행  기반 인증 기법 수용 여부에 향을 미친

다.

․H1_2c: 기존 인증의 안 성에 한 인식은 행

 기반 인증 기법 수용 여부에 향을 미친다.

- H1_3: 기존 인증의 수용 방식은 행  기반 인

증 기법 수용 여부에 향을 미친다.

․H1_3a: 기존 인증의 사용 패턴은 행  기반 

인증 기법 수용 여부에 향을 미친다.

․H1_3b: 기존 인증에 한 선호도는 행  기반 

인증 기법 수용 여부에 향을 미친다.

•H2: 기존 인증의 경험에 따라 행  기반 인증

의 인식에 차이가 있다.

기존의 지문인식, 얼굴인식, 홍채인식은 생체정보 

인증 방식은 생체기반 인증이며 행  기반 인증 한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인증에 활용하는 생체 기반 인

증의 일부이다. 생체 정보를 활용하는 유사성을 바탕

으로 기존 인증에 한 경험에 따른 행  기반 인증

의 인식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상하여 이를 바탕으

로 가설 H2를 사용자의 보안 의식, 기존 인증에 

한 인식, 기존 인증의 수용 방식에 따른 행  기반 

인증 인식의 차이로 설정한다.

- H2_1: 사용자의 보안 의식에 따라 행  기반 

인증의 인식에 차이가 있다.

․H2_1a: 사용자의 보안 의식에 따라 행  기반 

인증의 특징에 한 인식에 차이가 있다.

․H2_1b: 사용자의 보안 의식에 따라 행  기반 

인증 요소에 한 인식에 차이가 있다.

- H2_2: 기존 인증의 인식에 따라 행  기반 인

증의 인식에 차이가 있다.

․H2_2a: 기존의 인증의 인식에 따라 행  기반 

인증의 특징에 한 인식에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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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H2_2b: 기존의 인증의 인식에 따라 행  기반 

인증 요소에 한 인식에 차이가 있다.
 

- H2_3: 기존 인증의 수용 방식에 따라 행  기

반 인증의 인식에 차이가 있다.

․H2_3a: 기존의 수용 방식에 따라 행  기반 

인증의 특징에 한 인식에 차이가 있다.

․H2_3b: 기존의 수용 방식에 따라 행  기반 

인증 요소에 한 인식에 차이가 있다.

•H3: 행  기반 인증에 한 인식은 행  기반 

인증 기법 수용 여부에 향을 미친다.

행  기반 인증 수용 여부는 이에 한 사용자의 

사  인식이 요한 요소라고 단된다. 기존 인증과

의 차별 인 행  기반 인증의 특징에 한 인식과 

다양한 인증 요소를 활용하는 행  기반 인증 기법의 

인증 요소에 한 인식이 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

서 행  기반 인증의 특징과 행  기반 인증 요소에 

한 인식에 따른 행  기반 인증 기법 수용 여부를 

분석하기 해 가설 H3을 설정한다. 

- H3_1: 행  기반 인증의 특징에 한 인식은 

행  기반 인증 기법 수용에 향을 미친다.

․H3_1a: 자각 요구에 한 민감도는 행  기반 

인증 기법 수용에 향을 미친다.

․H3_1b: 지속 인증의 필요성은 행  기반 인증 

기법 수용에 향을 미친다.

․H3_1c: 데이터 수집 참여는 행  기반 인증 기

법 수용에 향을 미친다.

- H3_2: 행  기반 인증 요소에 한 인식은 행

 기반 인증 기법 수용 여부에 향을 미친다.

․H3_2a: 행  기반 인증 요소의 활용에 한 

이해는 행  기반 인증 기법 수용에 향을 미

친다.

․H3_2b: 행  기반 인증 요소의 식별 가능성에 

한 인식은 행  기반 인증 기법 수용에 향

을 미친다.

․H3_2c: 행  기반 인증 요소의 사용 편의성에 

한 인식은 행  기반 인증 기법 수용에 향

을 미친다.

․H3_2d: 행  기반 인증 요소의 개인정보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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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은 행  기반 인증 기법 수용에 향을 미

친다.

․H3_2e: 행  기반 인증 요소의 안 성에 한 

인식은 행  기반 인증 기법 수용에 향을 미

친다. 

3.2 변수의 조작  정의

다음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수이다. 각 변수들

의 계는 Fig. 1에 도시되어 있다. 행  기반 인증 

수용 여부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존 인증에 

한 경험과 행  기반 인증에 한 인식을 설정한다. 

3.2.1 기존 인증에 대한 경험

사용자의 보안 의식에 한 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보안 의식이 높은 사람은 보안이 강화된 

인증 방법 는 타인에 의해 모방이 불가능한, 

도가 낮은 인증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패스워드 설

정  사용 패턴이란 사용자가 사용하는 패스워드 개

수, 패스워드 길이, 패스워드 변경 주기를 말하며 패

스워드가 개수가 많을수록, 길이가 길수록, 자주 변

경할수록 보안 의식이 높은 사람이다[29-30]. 버그 

리포트란, 스마트폰 사용 에 발생하는 오류를 개발

사에 보고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기기 사용 로그  

사용자 정보를 포함한다. 따라서 버그 리포트에 해 

동의하는 경우 자신의 사용 정보를 송하므로 정보

에 한 보안 의식이 낮다고 단된다. 한 지문인

식 사용을 해 지문을 등록할 때 등록하는 지문의 

개수를 1개로 설정한 경우 보안 의식이 낮다고 단

한다.

기존 인증에 한 인식의 변수는 다음과 같이 정

의 된다. 사용 편의성은 해당 인증 방식이 편리하다

고 생각하는 것에 한 인식이다. 개인정보 인식은 

라이버시 측면에서 해당 인증 방식이 민감한 사생

활 정보를 포함하는 것에 한 인식이다. 안 성은 

기술  보안 측면에서 해당 인증 방식 유출 시 타인

이 이를 활용하여 인증하기 어려운 것에 한 인식이

다. 기존 인증의 수용 방식은 사용자들이 재 실제

로 사용하는 인증방식과 선호하는 인증방식으로 측정

되며 지문인식, 얼굴인식, 홍채인식 등 생체인증 방

식 사용  선호 여부로 측정된다. 

3.2.2 행위 기반 인증에 대한 인식

행  기반 인증의 특징에 한 인식의 변수는 다

음과 같이 정의된다. 자각 요구에 한 민감도는 기

존 인증의 자각 요구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정도와 

행  기반 인증 자각 최소화에 한 인식이다. 지속 

인증에 한 필요성은 사용자들이 기존의 일시  인

증이 아닌 지속 인 인증을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도

이다. 데이터 수집 참여는 데이터 수집을 한 사용

자 기기 사용 모니터링에 한 참여 여부이다.

행  기반 인증 요소에 한 인식의 변수는 다음

과 같이 정의된다. 인증 활용의 이해는 해당 인증 요

소가 인증에 활용되는 것에 한 이해 여부이다. 식

별 가능성은 해당 인증 요소가 사용자를 식별하는 것

에 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지 여부이다. 사용 

편의성은 해당 인증 방식이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에 한 인식이다. 개인정보 인식은 라이버시 측면

에서 해당 인증 요소가 민감한 사생활 정보를 포함하

는 지에 한 인식이다. 안 성은 기술  보안 측면

에서 해당 인증 요소 유출 시 타인이 이를 활용하여 

인증하기 어려운 것에 한 인식이다.

3.3 분석 차  방법

임의추출방법을 통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20세 

이상의 사용자를 상으로 온라인과 오 라인에서 실

시하 다. 본 실험에 앞서 12명을 상으로 비 조

사  인터뷰를 실시하여 문항을 보완하 고 229명

을 상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 다. Table 2는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 229명의 특성을 요약한다.

기존 인증 방식은 패스워드, 패턴락, 지문인식, 얼

굴인식, 홍채인식 5개의 인증 방식을 상으로 한다. 

사용자의 보안 의식, 인증 방식에 한 인식, 수용 

방식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한다. 사용자의 보안 의식

은 사용자의 패스워드에 한 패스워드 사용 패턴 

(패스워드 개수, 길이, 변경 빈도), 버그리포트 동의 

여부, 지문 사용 시 지문 등록 개수로 측정하 다. 

인증의 사용 패턴  선호도와 사용 편의성, 개인정

보 인식, 안 성의 기존 인증에 한 인식은 5개의 

기존 인증 방식에 해 복 선택하도록 한 후, 빈도

를 측정하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행  기반 인증에 활용 가

능한 행  기반 인증 요소는 사  연구를 통해 선별

한 6가지 인증요소인 터치정보, 앱 사용 정보, 웹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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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Respondent

Gender
Men 127 (55.5%)

Women 102 (44.5%)

Age

20’s 37 (16.2%)

30’s 80 (34.9%)

40’s 79 (34.5%)

50’s 33 (14.4%)

Education

High school 45 (19.7%)

Undergraduate 

student
25 (10.5%)

Bachelor’s degree 139 (60.7%)

Master / doctoral 

degree  
11 (4.8%)

Other 10 (4.4%)

Total 229 (100%)

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용 정보, 치 정보, 통화기록, 문자기록이다. 이러

한 인증 요소를 활용하는 행  기반 인증의 특징에 

한 인식과 6가지 각각의 행  기반 인증 요소에 

한 인식으로 나눠 평가한다. 

기존 인증 경험에 따른 행  기반 인증에 한 인

식 차이와 행  기반 인증 기법 수용 여부를 분석하

고 행  기반 인증의 인식이 행  기반 인증 기법 수

용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다. 자의 경우 종속변수

는 행  기반 인증에 한 인식이며, 후자의 경우 행

 기반 인증 기법의 수용 여부이다. 독립변수는 기

존 인증에 한 경험과 련된 변수 8개와 행  기

반 인증에 한 인식과 련된 변수 8개이다. 총 16

개의 독립변수로 이루어진 데이터로 이에 한 빈도 

분석을 실시하고 종속변수인 행  기반 인증에 한 

인식 는 행  기반 인증 기법의 수용 여부와의 

계를 통계 으로 분석한다. 독립변수들의 종속변수로

의 향 여부를 분석하기 해  검정을 실시하여 

유의성을 검정한다.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는 변수의 

경우 종속 변수에 향을 미치며 추후 행  기반 인

증 기법 개발에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으로 단한다. 

IV. 결과 분석

본 장에서는 3장의 연구 방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

를 제시한다. 먼  가설 검정의 결과를 기술하고 주

요 연구 결과에 해 논의한다. 

4.1 가설 검정

가설 H1_1에서 보안 의식이 낮은 사용자는 행  

기반 인증 수용 의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001). 보안 의식을 정하기 해, 패스워드 개수

를 4개 이상, 길이는 7자리 이상, 변경 주기는 6개

월 이하로 설정하는 사용자들은 보안 의식이 높다고 

단한다. 한 버그 리포트에 동의하지 않으며 지문 

등록 개수가 낮을수록 보안에 한 의식이 높다고 

단하고 지문 등록 개수는 1로 설정하 다.  

가설 H1_2에서 사용 편의성(H1_2a), 개인정보 

민감도(H1_2b), 안 성(H1_2c)이 행  기반 인증 

수용 여부에 향을 미치는지 검증한 결과 사용 편의

성 면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여 생체 인증을 편리하게 

생각하는 사용자의 수용 의사가 더 높았다.

가설 H1_3에서 인증 사용 패턴과 인증 선호도는 

행  기반 인증 수용에 α   수 에서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

가설 H2_1에서 보안 의식이 낮은 사용자가 자각 

최소화와 지속 인증을 유의하게 더 필요로 하 고, 

모니터링에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002). 즉, 사용자의 보안 의식에 따라 행  기반 

인증의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H2_1a). 한 

보안 의식이 낮은 사용자가 해당 인증 요소를 더 잘 

이해하는 경향을 나타냈다(H2_1b, <.05). 식별 가

능성 면에서는 앱 사용 정보와 웹 사용 정보만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02). 

가설 H2_2에서 기존 생체 인증의 사용 편의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용자는 자각 최소화와 지속 인증

을 유의하게 더 필요로 하고 모니터링에 더 동의하는 

경향을 보 다(각각 <.05). 기존 생체 인증의 안

성을 높게 평가하는 사용자가 자각 최소화를 유의하

게 더 필요로 하 다(<.02). 즉, 기존 인증에 한 

인식에 따라 행  기반 인증의 특징에 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H2_2a). 기존 인증에 한 인식이 

행  기반 인증 요소에 한 인식에 향을 주는지 

분석하 으나 α 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 다(H2_2b).

가설 H2_3에서 기존 인증의 수용 방식과 선호도

는 어떠한 행  기반 인증의 특징 인식에도 α 
에서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 다(H2_3a). 기존 

인증의 수용 방식과 선호도는 행  기반 인증 요소에 

한 인식에도 어떠한 α 에서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 다(H2_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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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H3_1에서 기존 인증의 자각 요구를 불편하

게 여기는 사용자와 기기 사용  추가 인증이 필요

하다고 여기는 사용자, 그리고 모니터링에 동의하는 

사용자는 각각 행  기반 인증 수용 의사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각각 <.03). 

가설 H3_2에서 행  기반 인증 요소에 한 인식

이 행  기반 인증 기법 수용 여부에 향을 미치는

지 확인한 결과, 인증 요소의 활용 이해 면에서는 6

가지 요소 모두에 해 이해도가 높은 사용자가 행  

기반 인증 수용 의사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각각 

<.01). 식별 가능성 면에서는 터치 정보와 앱 사용 

정보의 식별 가능성 인식이 높을수록 수용 의사가 높

게 나타났다(각각 <.05). 사용 편의성 면에서는 앱 

사용 정보와 문자 기록을 편리하게 여긴 사용자가 더 

유의하게 수용 의사가 높았다(<.002). 개인정보 인

식 면에서는 앱 사용 정보를 덜 민감한 사생활 정보

로 여기는 사용자가 그 지 않은 경우보다 행  기반 

인증 수용 의사가 높았다(각각 <.03). 안 성 인식 

면에서는 앱 사용 정보와 통화기록의 안 성이 높다

고 여긴 경우 수용 의사가 높게 나타났다(<.03). 

Category
Patterns using 

existing biometric

Reject Accept Total

Usability 
Low 86 33 119

High 56 35 110

Total 142 87 229

-test <.001

Privacy 

perception 

Low 34 17 51

High 108 70 178

Total 142 87 229

-test Not significant

Security 
Low 22 19 41

High 120 68 188

Total 142 87 229

-test Not significant

Table 3. Perception and acceptance of existing 

authentication 1

4.2 결과 논의

사용자의 보안의식에 따라 행  기반 인증의 특

징, 행  기반 인증 요소에 한 인증 활용의 이해, 

행  기반 인증 기법의 수용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

다. 보안에 의식이 낮은 사용자일수록 행  기반 

인증의 자각 최소화 필요, 지속 인증의 필요, 데이터 

수집 참여에 한 인식이 높은 경향을 보 다. 행  

기반 인증에 활용하는 행  기반 인증요소에 한 분

석 결과, 모든 인증요소에 해 인증 활용의 이해가 

높을수록 식별 가능성에 한 인식이 높았으며 행  

기반 인증 기법의 수용에 동의하는 경향을 보 다. 

이는 보안 의식이 높은 사용자들은 기존 인증 방식 

신 쉽게 다른 인증 방식을 사용하지 않으며 보안 

의식이 높은 만큼 보안에 한 확신이 있어야 그 기

술을 수용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 다. 

기존 인증의 인식에 따른 기존 인증의 수용 방식

을 분석한 결과, 인증의 수용에는 사용편의성이 요

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행  기반 인증요소에 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에서

는 인증 활용의 이해와 식별가능성이 행  기반 인증 

기법 수용에 가장 요한 향을 있었다. 따라서 추

후 사용자 심의 행  기반 인증을 해서는 해당 

인증요소의 활용과 식별력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용편의성의 측면이 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Category
Preference for 

existing biometric

Reject Accept Total

Usability 
Low 89 30 119

High 37 73 110

Total 126 103 229

-test <.001

Privacy 

perception 

Low 29 22 51

High 97 81 178

Total 126 103 229

-test Not significant

Security 
Low 21 20 41

High 105 83 188

Total 126 103 229

-test Not significant

Table 4. Perception and acceptance of existing 

authenticat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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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 Respondant

Short authentication time 130 (56.8%)

Little activity for 

authentication
81 (35.4%)

Familiar authentication 

method
59 (25.8%)

Not have to rely on 

memory for authentication
42 (18.3%)

Easy authentication 41 (17.9%)

Table 5. Reason for usability

Priority
Usability

(+)

Understand 

authentication 

system (+)

Identifiability 

(-)

Privacy

(-)

Security

(+)

High

|

Low

1 Touch, Location Touch, Location
Touch, App, 

Location
Touch Touch

2 App, Web, Call
App, Web, Call, 

SMS
Web, Call App, Web

App, Web, 

Location, Call

3 SMS - SMS
Location, Call, 

SMS
SMS

Table 6. Priority classification by perception level of behavior based authentication

Priority

Usability, Understand 

authentication system, 

Identifiability

High

|

Low

1 Touch, Location

2 App usage, Web usage, Call

3 SMS

Table 7. Unified classification result

V. 시사

5.1 인증 수용 동기

추후 행  기반 인증 기법 사용에 가장 향을 많

이 미치는 인식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해 이미 상용

화된 인증의 수용 방식에서 그 경향을 분석하 다. 

기존 생체 인증 방식의 인식에 따른 생체 인증 사

용 패턴을  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사용 편의성이 

매우 유의한 결과를 보 으며 개인정보 인식과 안

성은 향을 미치지 않았다(Table 3). 한 기존의 

생체 인증에 한 인식과 이의 선호도를  검정으

로 분석결과, 사용편의성이 매우 유의한 결과를 보

으며 개인정보 인식과 안 성은 유의하지 않아 생체

인증의 사용 패턴과 같은 결과를 보 다(Table 4). 

따라서 이미 상용화된 인증 방식에서의 수용 동기를 

분석한 결과, 사용 편의성, 개인정보 인식, 안 성 

에서 사용 편의성만 수용 동기임을 알 수 있다. 

유의한 결과를 보인 사용 편의성에 한 이유를 

분석한 결과, 짧은 인증 소요 시간이 가장 큰 이유로 

인증 시간이 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Table 

5). 지문인식, 얼굴인식, 홍채인식과 같은 생체 인증 

방법은 인증 소요 시간이 짧아 사용 시 편리하며 이

러한 사용 편의성은 실제 생체 인증의 수용에 한 

동기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행  기반 인

증 기법의 수용 한 기존 생체 인증의 사용 편의성

과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며 유사한 경향을 보 다. 

생체 인증 방식의 사생활 정보 포함 유무와 안  유

무는 행  기반 인증 기법 수용에 향을 미치지 않

았으며 이는 기존 생체 인증에 한 개인정보 인식 

 안 성 련 인식은 무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5.2 행  기반 인증 요소의 평가  제안

기존 인증의 수용 동기를 바탕으로 생체 정보를 

이용하는 행  기반 인증 한 사용자의 사용 편의성

에 한 인식이 이의 수용여부에 가장 많은 향이 

미칠 것으로 상된다. 행  기반 인증 기법은 사용

자의 기기 사용 행동 데이터를 하여 이를 인증에 

활용하여 비사용자를 거부하고 동일한 행동 패턴을 

보이는 사용자를 수용한다. 한 기존 인증 방식과 

다르게 행동 데이터로 수집 가능한 요소가 다양하여 

이에 한 이해와 사용자 식별력에 한 인식이 추가

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모든 인증 요소에 

한 인증 활용에 한 이해는 행  기반 인증 기법의 

수용과 유의한 결과를 보 다. 한 모든 인증 요소

에 해, 인증 활용에 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식별 

가능성에 한 인식이 높아 해당 요소가 사용자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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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ity of modality

High

|

Low

Touch

Location

App usage

Web usage

Call

SMS

Table 8. Priority of behavior-based authentica-

tion modality 

식별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며 유의한 결

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행  기반 

인증 요소를 평가하고 인증 요소 용의 우선순의를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행  기반 인증의 인식으로 

고려한 5가지 인식인 인증 활용의 이해, 식별 가능

성, 사용 편의성, 개인정보 인식, 안 성을 상 인 

수치에 따라 3단계로 분류한다. 인증 활용의 이해의 

경우 모든 인증에서 인식률이 높음에 따라 2단계로 

용하여 분류한다(Table 6). 

인증 수용 동기에 따른 사용 편의성과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인증 활용의 이해  식별 가능성을 통

합하여 다음의 Table 7과 같이 3단계로 재분류한

다. 한 이 분류결과에 개인정보 인식과 안 성을 

용하여 Table 8과 같이 차세  인증에 용한 인

증 요소에 한 우선순 를 제안한다.

VI.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행  기반 인증 기술에 활용되는 

인증 요소에 한 사용자 심의 인증 수용 정도를 

분석하 다. 한,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인증 요소

에 한 우선순 를 제안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인증 요소 우선순 는 행  기반 인증 기술 개발 시 

사용성 측면에서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으

며,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행  

기반 인증 기술에 한 사용자의 수용가능성이 높아

질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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