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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와 네트워크화 된 시스템의 확산에 따라서 사용자 인증방법도 발 

전하고 있다. 그러나, ID와 비밀번호 등을 이용한 기존의 사용자 인증방법은 태생적인 보안 

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 

안성이 뛰어난 사용자의 고유한 생체정보를 이용한 생체인식기술이 발전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사용자의 생체인식기술의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OHver(198())의 기대 

일치이론 및 Bhattacherjee(2001)의 지속사용모형의 기반위에 인지된 보안성, 인지된 프라이 

버시, 그리고 신뢰를 확장하여 고찰하였다. 특히, 지속사용의도에 대해서 긍정적 관점과 부 

정적 관점을 반영하는 브라이트 시나리오와 다크 시나리오를 각각 별개의 설문응답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시나리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요인에 대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브라이트 시나리오에서 인지된 유용성과 만족이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된 프라이버시는 인지된 보안성에 영향을 미치고, 인지된 보안성은 다 

시 신뢰에 영향을 미쳤으며, 신뢰는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사용용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체인식기술의 지속사용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만족을 높여야 하며, 만 

족은 기대일치와 인지된 유용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다크 시나리 

오에 노출된 설문응답자들은 생체인식기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심어지게 됨으로써, 인 

지된 프라이버시와 인지된 보안성이 낮아졌으며, 이는 신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크 시 

나리오에 노출된 용자의 신뢰는 인지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었으나, 인지된 사 

용용이성에는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ctancy confirmation 

and continuance usage intention in biometric technology. We extend the continuance 

usage intention model, TAM and expectation confirmation theory by adding perce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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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cy, perceived security and trust.

Results was analyzed by using structural equations model. The results show that 

satisfaction and i^rceived usefulness have positive effect on continuance usage intention 

in the bright scenario. Perceived privacy and perceived security are positive factors on 

perceived useful酒ss, and perceived privacy is positive effect on perceived security. On 

the other hand, the respondents who are exposed to the dark scenario have negative 

effects on the perceived privacy, perceived security and trust. And finally, trust 曲유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perceived usefulness.

키워드 : 생체인식기술, 지문인식, 지속사용의도, 기대일치, 인지된 프라이버시, 인지된 

보안성, 신뢰, 다크 시나리오, 브라이트 시나리오

Biometric Technology, TAM, Expectation-Confirmation Theory, Continuance 

Usage Ii같든ntion, Perceived Privacy, Perceived Security, Trust, Dark Scenario, 

Bright Scenario

1. 서 론

인터넷 및 모바일 환경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 디지털 정보와 관련된 범죄, 테러, 보안 

및 프라이버시의 위협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20W년 국내에서 발생한 전체 인터넷 범죄는 

16만 5천여 건으로, 이 중에서 해킹, 바이러 

스 유포, 메일폭탄, DDOS 공격 등 컴퓨터시 

스템과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행위인 사이버 

테러형 범죄가 만 6천여 건)를 차지 

하였다. 한편으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불법 

행위로 사이버 도박言 스토킹, 명예훼손, 전자 

상거래 사기 및 개인정보유출 등의 행위를 

지칭하는 일반 사이버 범죄가 14만 7천여 건 

(89.9%) 발생하였다. 이는 2003년에 비하여 

200%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이 같은 범죄를 

예방하고자 보안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개 

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사용자인증의 절차 

도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고 있다 특히, 개 

인화된 유비쿼터스 컴퓨팅 서비스의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사용자 인증기술과 보안의 필 

요성도 함께 대두 되고 있다[3, 6, 39, 40],

사용자 인증기술에는 주로 ID와 비밀번호 

혹은 ID카드 등의 방법 이 사용되고 있으나, 도 

난, 도용의 위험에 따른 보안상의 단점을 가지 

고 있다. 기존 시스템이 지닌 보안의 취약함 

을 해결하고자 최근 생체인식기술(Biometric 

Technology)0] 널리 보급되고 있다. 일각에 

서는 생체인식기술의 특징 중 한번 유줄이 

되면 신체의 행동적, 물리적 특성을 쉽게 바 

꿀 수 없다는 것과 사용자의 신체정보를 이 

용함에 수반되는 생체인식기술 또한 프라이 

버시 침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46].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타의 인증기술에 비하 

여 도난, 도용에 대하여 우수한 보안성을 보 

증해 주기 때문에 점차로 그 사용이 확산되 

는 추세에 있다.

대표적인 생체인식의 대상에는 지문, 손바 

닥, 망막, 홍채 등이 있으며, 그 중 범죄자 확 

인을 위해 경찰이 처음으로 사용했던 지문인 

식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지문인식은 

개인의 지문패턴을 이용하는 것으로,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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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장비가격, 장비의 소형화 및 사용용이 

성 등의 장점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대표 

적인 생체인식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38].

생체인식기술 도입초기에는 Davis[18]의 기 

술수용이론(TAM)을 기반으로 사용자 수용 

성 및 생체인식기술의 특성에 대하여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었다[43, 50], 기존 연구에서 

지문인식에 대한 사용자 수용의 도에는 TAM 

에서 제안한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사용용 

이성이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 이었다. 그러 

나, 생체인식기술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용 

자들의 지속사용의도에 대한 최근 연구는 거 

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지속사용의도에 대 

하여 연구하기 위해, TAM을 기반으로 Oliver 

[44]의 기대일치 이 론과 Bhattacherjee[ll]의 

IS 지속사용 모형을 통합하였다. 또한 생체인 

식기술과 같이 보안과 프라이버시에 민감한 

기술의 지속사용에서 더욱 중요성이 커지는 

사용자의 인지된 프라이버시와 인지된 보안 

성 그리고 신뢰를 추가로 확장하였다. 지문인 

식을 통한 인증시스템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실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지 

속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설문조사 전에 응답자들에 

게 생체인식기술에 대한 부정적 관점과 긍정 

적 관점을 반영한 다크 시나리오(Dark See- 

Ilario) 와 브라이트 시나리오(Bright Scenario) 

를 제시하여, 각 그룹의 지속사용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 

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체 

인식기술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이 

를 지속사용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둘째, 사용자가 생체인 

식기술의 프라이버시, 보안, 신뢰, 유용성 및 

기대일치와 만족에 대하여 어떻게 인지하는 

가를 알아본다. 셋째, 부정적인 관점의 다크 

시나리오와 긍정적인 관점의 브라이트 시나 

리오의 노출에 따라서 각각의 시나리오가 사 

용자 지속사용의도의 요인들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가를 살펴본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 

여 사용자가 생체인식기술을 지속적으로 사 

용하기 위한 요인들과 생체인식기술에 대한 

부정적, 긍정적 관점에 노출된 사용자들의 영 

향요인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생체인식기술 (Biometric 
Technology)

2.1.1 생체인식기술의 정의

Hopkins[28]는 생체인식기술(BioEc Tech- 

nology)을 “사람의 고유한 생체적 특성을 계 

산적 방법으로 처리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정 

의하였으며, Jain et al.[3이은 "개인 인증을 

위하여 사용자의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으 

로 구분하는 패턴 인식 시스템”, Coventry et 

는 “많은 사람들의 개인의 고유한 신체 

적, 행동적 특징을 기반으로 인증하는 기술” 

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의 정의 

를 참고하면 생체인식기술은 "개인의 인증을 

위하여 사람의 고유한 신체적, 행동적 특징을 

구분하여 인식, 처리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생체인식기술의 유래는 고대 이집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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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Liu and Silverman〔38〕의 생체인식기술 종류에 따른 특성의 분류(일부 발췌)

특징 지문 손바닥 망막 홍채 얼굴 서명 목소리

사용 용이성 높음 높음 낮음 보통 보통 노으 고！ 口 높음

오류발생
건조함, 

오염, 나이
부상, 나이 안경 적은 빛

빛 나이, 

안경, 머리
서명 교체

소음, 감기, 

날씨

정확도 높음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높음 노으 고; 口 높음

사용자 

수용성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우
 음
 

매
 노

立

높음

필요보안수준 높음 보통 높음

우
 음

매
 
높 보통 보통 보통

장기간

안정성
높음 보통 높음 높음 보통 보통 보통

서부터 찾아볼 수 있으며, 주로 정부와 기업 

들의 보안과 경찰이 범죄자 식별을 위해 사 

용되면서 발달해 왔다[48]. 생체인식기술이 

기존 인증 방식에 비해 가지는 장점은 개인 

의 신체적, 행동적 특성을 사용함으로써 타인 

의 '도용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자동으로 개인 

을 인식하고, 익명성을 가지고 인식이 가능하 

다는 것이다.

생체인식기술의 요건은 보편성, 특수성, 영 

구성, 수집 가능성의 4가지로 대별된다. 보편 

성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어야 

하는 요건이고, 특수성은 임의의 두 사람간의 

특성에 차이가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영구성 

은 사용자가 나이가 들어도 제약 없이 항상 

일치 하여야 하며, 수집가능성은 특성 이 양적 

으로 측정이 가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 

만, 생체인식기술은 사용자의 수용여부와 인 

식 성능 및 불법적인 사용에 관한 이슈를 포 

함하고 있다[46].

2.1.2 생체인식의 종류와 특성

생체인식기술은 개인이 가진 고유한 물리 

적, 행동적 생체정보의 특성을 이용하여 인증 

하기 때문에, 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패턴화 

시키는 방법과 활용법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Prabhaker et al.[46]의 연 

구에서는 단일 생체정보만을 이용한 시스템 

의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해 복합적인 인증형 

태를 취하는 경우 보안을 더 향상시킬 수 있 

음을 입증하였다.

생체인식기술의 종류는 생체정보에 따라서 

지문, 손바닥 망막, 홍채, 얼굴, 서명, 음성 등이 

있다. 종류별 구분을 위하여 Liu and Silvennan 

[38]은 사용용이성, 오류발생, 정확도, 사용자 

수용성, 필요보안수준, 장기간 안정성의 특징 

을 제안하여〈표 1>과 같이 요약하였다.

2.2 기술수용모형(TAM : Technology 
Acceptance Model)

Davis[18]는 합리적 행동이론(Theoiy of Rea

soned Action : TRA) 을 확장하여 기술수용모 

형 (Technology Acceptance Nfodel : TAM) 을 제 

시하였다. 합리적 행동이론은 개인의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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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는 것은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인 

기준이며, 위 두 가지 요소는 개인으로 하여금 

행동을 변화 시키겠다는 의도(Intention)를 형 

성하게 되고 이는 행동을 변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리고 Ajzen⑻은 합리적 행동이론 

에 인지된 행동 제어 (Perceived Behavioral 

Control)를 확장하여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ur : TPB) 을 제안 하였다. 

인지된 행동 제어란 개인이 행동에 대하여 

흥미나 쉽고 어려움을 인지하는 정도를 나타 

낸다.

TAM은 합리적 행동이론을 기술수용에 적 

용한 것으로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사용용 

이성을 추가하여 연구모형을 제안하였다. 여 

기서 인지된 유용성이란 "사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인지하는 직업 수행능력의 증 

가 정도'이며, 인지된 사용용이성은 “사용자 

가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인지하는 물리적, 정 

신적인 노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정도”를 

나타낸다 [18].

2.3 기대일치이론(Expectation- 
Confirmation Theory)

기대일치 이 론 (Expectation—Confirmation 

Theory : ECT)은 소비자의 만족과 재구매 

행위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 

모형이다. 일반적으로 기대일치이론은 서비 

스마케팅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어져 왔다[11, 

16, 44], 소비자는 어느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기대 (Expectation)를 먼저 가진 이후에 

제품 또는 서비스를 수용하고 사용한다. 소비 

자가 제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하기 전에 가 

지고 있던 성능에 대한 기대와 사용 후에 경 

험하게 되는 실제 성능 간에 차이가 발생하 

는데 이를 기대일치 (Confirmation)라고 한다. 

기대일치 수준은 기대수준과 함께 사용자 만 

족에 영향을 준다. 마지막으로, 만족한 소비 

자는 재구매 의도를 가지 게 되지만, 만족하지 

못한 사용자는 재구매(사용)를 하지 않게 된 

다[11]. 소비자의 기대가 부정적인 불일치라 

면, 제품의 성능이 기대보다 낮은 것이며, 이 

는 소비자를 불만족하게 만든다.

이처럼 Oliver[44]는 소비자의 만족이 소비 

자의 재구매 행동에 영향을 주며, 만족은 제 

품 및 서비스를 사용하기 이전에 기대했던 

수준과 실제 성능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기대 

일치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그 중 

만족은 개인의 지속사용에 있어 가장 많은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4 지속사용 의도(Continuance
Usage Intention)

지속사용 의도는 Churchill and Surprenant 

[14]의 소비자의 재구매 행동 단계의 연구로 

부터 기인하였다. 최근에 BhattacheijeeRl]가 

ECT와 TAM을 바탕으로 온라인 뱅킹의 지 

속사용의도를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를 살펴 

보면 기대일치가 만족과 지각된 유용성에 영 

향을 주었고, 지각된 유용성과 만족이 지속사 

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참조)[18, 44], 기존 연구에서 해 

당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대에 대한 만족과 

지각된 유용성이 지속사용의도의 중요한 선 

행요인임이 밝혀졌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 

지속사용 모형을 확장하여 생체인식기술에 

적용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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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BhattacherjeeU 1〕의 IS 지속사용 모형

2.5 만족(Satisfaction)

2.5.1 마케팅 관점의 소비자 만족

소비자의 만족에 대한 정의는 결과 지향적 

접근과 과정 지향적인 접근으로 대별된다[58]. 

결과 지향적 접근 관점에서 만족은 경험에서 

나오는 결과로 개념화 하고 있고, Westbook 

and Reilly[56]의 연구에서는 “구매한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 소매상, 쇼핑, 구매행동과 

같은 형태와 관련된 경험에 대해 나타나는 감 

정적인 반응'이라 정의하였다 과정 지향적 접 

근 관점에서 Engel et 은 "선택된 대안 

이 그 대안에 대한 사전적 신념과 일치하는가 

에 대한 평가”라고 정의하였다. 과정 지향적 

접근은 소비자 만족을 형성하는 지각적, 평가 

적, 심리적 과정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므로 많 

은 소비자 만족 연구에서 과정 지향적인 관점 

을 채택하고 있다⑵.

2.5.2 정보시스템 관점의 사용자 만족

정보시스템 연구에서 사용자 만족은 시스 

템의 성능과 효과성과 같은 전통적인 정보시 

스템의 성공에 대한 대체변수로 사용되고 있 

다. 그런데 정보시스템의 성능과 효과성을 직 

접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 

을 직접 사용한 후에 사용자가 종합적으로 

인지하는 만족에 의해 정보시스템의 성공이 

설명될 수 있다고 보았다 DeLone and McLean 

[19]은 사용자 만족을 유용한 평가의 척도로 

인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사용자 만족은 

표면 타당성이 높아 정보시스템 사용자가 만 

족하면 성공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다른 척도들은 

개념적으로 취약하고 실증적으로 획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만족 개념은 실제 시스템의 

객관적 인 성능, 품질의 척도가 아니라 사용자 

의，지각된(Perceived)' 만족이므로, 인지된 

과정에서 다른 요인에 의하여 실제 시스템 

성능, 효과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2, 19].

2.6 인지된 프라이버시(Perceived 
Privacy)

프라이버시는 시간, 장소, 사회적, 심리적 

요인에 의해 변하는 상황적인 개념으로 여러 

환경에서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Westin[57] 

은 프라이버시를 “개인, 집단, 조직이 자신의 

정보를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로 타인에게 

노출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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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였다. Dinev and Hartj2이는 프라이버 

시 염려에 대한 선행요인 및 행동의도에 대 

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인지된 프라이버시 (Perceived Privacy)에 

대해서 Prabhakar[46]는 "본인의 개인 정보 

를 자신의 의사로 자율적으로 제어하는 것”, 

Smith et al.[53]는 "개인이 자기에 대한 정 

보를 직접 제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수준”, 

Jarvenpaa and Todd[32]는 “온라인 기 업들이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을 가능 

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인지된 프 

라이버시는 사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본 

인의 동의 없이 다른 곳에 사용되지 않을 것 

이라고 인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7 인지된 보안성(Perceived 
Security)

Kalakota and Whinston[34]은 인지된 보 

안성에 대해 "네트워크로 연결된 데이터 또 

는 자원들이 파괴, 유출, 낭비, 오용, 수정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인지하는 정도”로 정의 

하였다. 또한, Siponen[52]은 "개인이 사용하 

는 시스템에 대하여 인지하는 보안의 수준”, 

Vatanasombut et al.[54]는 “사용자가 안전과 

보안에 대하여 인지하는 정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상의 정의를 볼 때 인지된 보안성이 

란 사용자가 시스템의 개인정보 안전과 보안 

에 대하여 인지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보안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많은 연구가 이루 

어 졌으며, Laforet and Li[35] 는 중국 모바 

일 뱅킹 사용자들의 수용성 연구를 통해 인 

지된 보안성이 수용에 중요한 요인임을 연구 

하였다.

2.8 신뢰(Trust)

신뢰의 개념은 연구자의 관점 또는 학문의 

분야에 따른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위험이다. 신 

뢰는 위험 및 위험감수와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U7]. 개인, 집단, 조직 등 어떠한 관 

계에서도 신뢰의 문제가 고려되려면 거래 당 

사자들 간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그 불확실 

성을 인하여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존재해야 

한다. 신뢰는 불확실하고 위험성 있는 환경에 

서 존재하므로 확실성의 환경에서는 존재 할 

수 없다[1 이. 이처럼 신뢰가 불확실성과 곤！계 

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선행연구들은 

상대방이 약속이나 기대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를 신뢰라고 

인식한다 [42].

Rousseau et al.[51]의 연구에서 신뢰를“타 

인의 의도나 행동에 대한 긍정적 기대에 기 

초하여 위험 가능성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의 

지를 포함하는 심리적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Gefen[26]은 인터넷 사이트와 프로세스 

에 대한 친밀감과 사이트에 대한 신뢰와 같 

은 요인들이 소비자가 인터넷 쇼핑에 참여하 

고 구매하고자 하는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Jarvenppa et al,[33]은 온라인 

소매점의 지각된 명성, 신뢰, 태도, 위험 등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 하였는데, 태도와 위험이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며, 신뢰의 매개효과 

를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를 생체인식 시스템의 보 

안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사용하는 시스템의 

의도나 행동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위해 위험가 

능성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의지”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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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기대일치이론, TAM 및 

Bhattacheijee[ll]의 정보시스템 지속사용모 

형을 통합하고, 여기에 생체인식과 같이 개인 

정보를 다루는 기술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간 

주되는 인지된 프라이버시와 인지된 보안성 

및 신뢰를 추가하여 다음의〈그림 2>와 같은 

확장된 지속사용모형을 제안하였다.

3.2 가설 설정

3.2.1 인지된 프라이버시(Perceived Privacy) 

와 인지된 보안성(Perceived Security)

Godwin[27l은 인터넷 쇼핑에 대한 염려에 

인지된 프라이버시와 인지된 보안성이 영향 

을 미치는 것을 연구 하였다. 특히, James et 

al.[31]의 생체정보 기기의 수용성에 관한 연 

구에서는 인지된 프라이버시와 인지된 보안 

성이 사용자의 인지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이며, 인지된 프라이버시가 인지된 보안 

성에 영향을 줌을 주장하였다.

기존 연구를 근간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생체인식기술에 관한 인지된 프라이버시와 

인지된 보안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1 • 인지된 프라이버시는 인지된 보 

안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 2 ： 인지된 프라이버시는 인지된 유 

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 3 : 인지된 보안성은 인지된 유용성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지 된 보안성 (Perceived Security)은 사용 

〈그림 2> 연구모형



생체인식기술의

자가 안전과 보안에 관하여 인지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온라인 뱅킹에 인지된 보안을 적용 

하여 지속사용에 대하여 연구한 Vatarmasombut 

etal.[54*l  연구에서 인지된 보안성은 신 

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 되었다. 

Vijayasaiathy[55]와 Flavian and GG血血[22] 의 

연구에서도 온라인 쇼핑에서 소비자가 자신 

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인지하는 보안성이 신 

뢰에 영향을 미치며 이 신뢰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기존 

연구들에서 인지된 보안성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연구 되었으며, 이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로 제시한다.

가설 4 : 인지된 보안성은 신뢰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기술수용 모형(Technology Acceptance 

Model)과 신뢰(Trust)

TAM에서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사용용 

이성은 중요한 요인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인 

지된 사용용이성은 인지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 두 요인들은 사용자의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5 ■ 인지된 사용용이성은 인지된 유 

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 6 : 인지된 유용성은 지속사용의 

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Chircu et al.[13]은 TAM의 두 가지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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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신뢰를 추가하여 전자상거래에 적용하여 

연구하였다. 그리고 Gefen and Straub[24, 

25]의 연구에서는 신뢰, 인지된 유용성, 인지 

된 사용용이성을 인터넷 서비스에 적용하여 

연구하였디.. 이상의 연구들에서 신뢰는 TAM 

의 변수들과 함께 이론적으로 지지를 받았다. 

특히 사용자가 온라인 환경에서 본인의 신분 

및 개인정보의 보증을 위해서는 웹 사이트의 

웹 인터페이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뢰는 인지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한 주요 요인들 중에 하나로 간주된다[45].

Chircu et 의 연구에서 신뢰는 또한 

인지된 사용용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신뢰가 낮으면 사용자들은 모든 

거래에 있어서 더 신경을 쓰고 처리를 하게 

됨에 따라 시간과 노력이 증가하여 사용용이 

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 

은 Ring and Van De Ven[4기의 연구에서도 

나타나는데 그들의 연구에서 “신뢰는 협상의 

합의에 도달하기 까지 걸리는 거래의 비용과 

당사자들의 요구사항들을 줄여준다.”라고 주 

장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생 

체인식기술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7 : 신뢰는 인지된 유용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 신뢰는 인지된 사용용이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지속사용의도(Continuance Use 

Intention)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지속사용모형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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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Bhattacheijee[ll]의 사용자 지속사용의도 

모형을 확장한 것이다. 이모형에서 기대일치 

는 만족과 인지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연구 되었다. 기대일치이론은 기대일치가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만족은 재구매 의도에 

영향을 준다는 이론이다. Bhattacheijee and 

Premkumar[12]는 컴퓨터학습 소프트웨어에 

수용단계에 따른 연구에서, 지속사용 과정에 

서 기존 지속사용모형의 유용성, 기대일치, 

만족간의 관계와 같은 결과를 보여 주었다. 

Hsu and Lu[29]의 연구에서도 만족과 자기 

효능감; 기대일치가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문헌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생체인식기술의 사용자 지속사용 의도를 파 

악하기 위해 기존 IS에 적용되어 연구되었던 

지속사용모형을 생체인식기술에 맞도록 확장 

하였고, 지속사용의도 모형에 따른 다음의 가 

설들을 제안한다.

가설 9 : 인지된 유용성은 만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0 : 기대일치는 인지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 기대일치는 만족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 만족은 지속사용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연구방법 및 결과

본 연구에서 생체인식기술 중 가장 대표적 

인 지문인식을 통한 사용자인증 시스템을 현 

재 사용 중인 사용자를 대상으로 지속사용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부정 

적, 긍정적 인식에 대한 학습효과 측정을 위 

하여, 다크 시나리오와 브라이트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생체인식 시스템은 기존의 인증 

방식에 비하여 개인의 신체적, 행동적 특징을 

사용함에 따라 타인이 이용이 불가능하고, 별 

도의 인증을 위한 도구를 휴대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시스템에서 사용자 

의 생체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을 해둔 

경우에 해킹에 의해서 개인정보와 함께 생체 

정보까지 유출될 위험성이 있다. 해킹된 생체 

정보는 교체되거나 수정할 수 없다는 치명적 

인 단점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 대비하여 생 

체정보를 패턴 또는 암호화를 하여 저장하며 

익명성을 갖고 로그인을 할 수 있는 등의 많 

은 보완점이 연구되고 있다[我丄

하지만 이러한 양면성을 일반 사용자들은 

상세히 알지 못하며, 시스템의 특성상 직접적 

인 피해가 발생해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생체인식 시스템의 양면성에 

대한 비교 연구를 하기 위해서 위에서 부정적 

인 측면을 다크 시나리오로 작성하는 한편으 

로 긍정적인 측면을 브라이트 시나리오로 작 

성하였다. 두 개의 시나리오는 기존 Prabhakar 

et Liu and Silverman[38]의 연구와 생 

체인식 시스템에 관련된 한민옥[7], Matsumoto 

et al.[41J, 유호선 외 [5] 등을 참고하여 작성 

하였다. 이와 유사한 접근방법에는 기술에 대 

한 설명을 통해서 사용자의 기술 이해도에 따 

른 인식 차이를 고찰한 Alexander and Peter 

[9]의 연구가 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친밀 

감이 기술 이해도에 따라서 증가하며, 기술에 

대한 흥미가 새로운 기술의 수용에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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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인

인지 된

pri.

PU2.

유용성 PU3.

(Perceived PU4.

Usefulness) PU5.

인지된

사용용이 성 

(Perceived Ease 

of Use)

〈표 3> 각 요인의 설문문항

설문문항

시시.':니3 사才난「서, 좌석관리는 효율적이다’

지문인식 시스템은 사용자 인증 방법에 있어 유용하다'

지문인식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성과를 높여준다.

지문인식 시스템은 기존 인증시스템(카드, 비밀번호)보다 유용하다.

지문인식 시스템은 사용자 인증에 있어 효율적으휴" 인증절차를 처리 

할 수 있게 해준다.

PEOU1.

PEOU2.

I5EOU3.

PEOU4.

지문인식 

지뮨인식 

지문인식 

지문인식

시스템을 사용하면 사용자 인증이 쉽다.

시스템의 사용방법은 배우기 쉽다.

시스템의 사용방법을 기억하는 것은 쉽다.

시스템의 사용방법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다.

Smith et al.[53], 

Vatanasombut et 

d.[54], Roca et aL[4이

PSC1. 지문인식 시스템의 보안온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PSC2, 지문인식 시스템의 지문정보의 안전하게 잘 보안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인치된 

보안성

PSC3. 지문인식 시스템의 보안은 내 지문정보가 다른 곳에 사용 되지 못하 

도록 되어 있을 것이다’

(Perceived

Secunty)

PSC4. 지문인식 시스템의 보안은 누군가의 의해 나의 지문정보가 임의로 조 

작되지 않게 되어 있을 것이다.

PSC5. 지문인식 시스템의 보안은 누군가의 의해 나의 지문정보가 쉽게 타인 

에게 도용 되지 않게 되어 있을 것이다.

PPR1. 지문인식 시스템에서 나의 지문정보는 나의 승인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인지된 PPR2. 지문인식 시스템에서 나의 지문정보는 나의 숭인 없이 다른 사람이

프라이버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Perceived PPR3. 지문인식 시스템에서 나의 개인정보가 나의 승인 없이 다른 용도로

Privacy)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PPR4. 지문인식 시스템에서 나의 개인정보가 나의 승인 없이 다른 사락이

사용하지 않을 것이디L

신뢰

(Trust)

TRU1

TRU2

TRU3

TRW

TRU5

지문인식 

지문인식 

지룬인식 

지문인식 

지문인 식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

시스템은 사용자 인증시스템으로써 선뢰할 수 있다, 

시스템의 개인정보는 사용자 중심으로 놘，리될 것이다, 

시스템의 신뢰도는 의심하지 않을 만한 수준이다.

시스템의 개인정보는 믿을 수 었拦 시仝템에서 관리 돈!다.

-훌처

Davis[18],

Bhattacherj^[ll]5

Lin et al. [37]

Davis[18],

Bhattacheijeetll],

Lin et al. [37]

Smith et al.[53],

Roca et al.[49]

Vatanasombut et 

d.[54], Lankton(^l, 

Roca et al.[49J

만족

(Satisfaction)

SAT1

SAT2

SAT3

SAT4

기대일치

(Confirmation)

CONFL

CONF2.

CONF3.

CONF4.

CONTI.

지속사용의도 C0NT2

(Continuance

use intention) C0NT3.

CON1'4.

지문인식 시스템 사용하는 것에 만족한디

지문인식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기쁜 일이다.

지문인식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이 없디］

나壬 지문인식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문인식 시스템을 직접 경험채보니 쟈용 처 기대한 것과 일치 한다: 

지문인식 시스템은 사용 전에 기대했던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문인식 시스템은 사용 전에 기대한 수준만큼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전체적으로, 지문인식 시스템은 사용 전에 기대 했던 것과 일치 하 

였다.

三］문电식 疋템忐 앞으로 계속 사®할 兩다.

다룐 사용자 인식 시■△테(ID Car'd, PgMord)보다 시문인식을 동 

한 인증방법을 계속 사용하길 원한다.

사용자 인증을 할 때, 앞으로 지문인식 시스템을 더 선호할 것이다. 

가능하다변, 지문. 인식 시스템을 계속 사용하고 싶다.

Oliver[44],

BhattacherjeeEll],

Lin et al.[37]

Oliver[44],

Bhatta 신

Lin et al.[37]

Bhattacherjeelll],

Lin et al.[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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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설문에 사용한 다크 시나리오는 아래의 

〈표 2＞에 제시하였다. 각 설문응답자에게는 

다크 혹은 브라이트 시나리오 중에서 하나만 

을 제시한 후에, 충분한 시간을 주어 시나리 

오에 대하여 완전히 이해하도록 한 이후에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문항은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각 설문문항은 50명의 사전 조사를 통해 지 

문인식 시스템에 맞도록 수정하였다. 각 요 

인별 설문문항의 내용과 출처는〈표 3＞과 

같다.

4.1 자료수집 및 기초자료분석

연구모형 분석을 위해서 부정적 인식을 보 

는 다크 시나리오에 노출된 응답자 151명과 

긍정적 인식을 보는 브라이트 시나리오에 노 

출된 응답자 155명, 총 306명의 설문을 수집 

하였다. 설문은 2010년 10월 10일부터 약 2주 

〈표 2＞ 다크 시나리오

지문인식 시스템의 보안은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a)와 같은 도장의 형태로 지 

문을 복제 하거나, (b)와 같이 지문을 실리콘으로 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문을 복제하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지문과 같은 생체정보는 한번 노 

출되어 버리면 교체를 할 수 없다는 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28

1"8

2

枣
 j

竅
a

a

3

m
H
앒
쯘
£°u

(»)

실제 예로 2(X)1 년 Ciypto^Gram 뉴스레터에 일본의 한 암호학자가 젤라틴을 이용하여 

만든 가짜 손가락에 지문을 복제했다는 글이 실렸으며, 이를 만들기 위해 단 $10의 비용 

이 들었다고 합니다.

유리잔에 묻은 지문을 채취하여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후 포토샵으로 투명 이미지를 

만들어 각인하여 젤라틴에 입혔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젤라틴 지문은 80% 이상의 기기에 

서 인식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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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진행했으며, 다크 시나리오 응답집단과 브 

라이트 시나리오 응답집단 간의 모집단 차이 

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작위로 설문지를 배부 

하여 진행하였다.

설문은 2002년부터 중앙도서관의 도서대출 

및 열람좌석지정에 지문인식 시스템을 직접 

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K대학교의 학부생, 대 

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오프라인으로 진 

행 하였다. 지문인식시스템의 사용절차는 ID 

카드 인식, 지문인식 및 인증의 순서로 이루 

어진다. 이 시스템은 ID카드와 지문을 함께 

사용하므로 완전히 지문인식 시스템만을 사 

용하여 인증하는 시스템은 아니지만, ID카드 

만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 또한, 네트워크 

로 연결된 인증서버에서 지문정보와 개인정 

보가 함께 관리되는 시스템이므로 보안과 프 

라이버시에 대한 염려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수집된 자료는 PASW（SPSS）18.0< 이용 

하여 기술적 분석 및 크론바하 알파를 이용 

한 신뢰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다. 또한, 연구모형의 경로분석은 AMOS 18 

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분석하였 

다. 다크 시나리오와 브라이트 시나리오별로 

응답자 집단의 기술적 통계량（평균연령, 성 

별, 전공 등）을 비교한 결과, 큰 차이를 보이 

는 기술적 통계량이 없어서 모집단간의 이질 

적 요소는 없으며, 따라서 각 시나리오에 따 

른 비교에 합당하다고 판단하였다.

4.2 신뢰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내적인 일관성을 측정하는 

크론바하 알파（Cronbach-alpha） 계수를 이용 

각 요인들의 신뢰성을 분석하였다. 다크 시나 

리오의 요인들의 크론바하 알파 계수（최대치: 

0.972, 최소치 : 0.911）와 브라이트 시나리오 

의 요인들의 크론바하 알파 계수（최대치 : 

0.961, 최소치 : 0.911） 모두가 0.W 이상이었 

디-. 일반적으로 크론바하 알파 계수가 0.70 

이상에서 신뢰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모든 요인이 신뢰성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 

다 [1丄

4.3 타당성 분석

요인분석을 통하여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 

다. 요인분석의 기본원리는 항목들 간의 상관 

관계가 높은 것끼리 하나의 요인으로 묶음으 

로써 요인들 간에는 상호독립성을 유지하도 

록 하는 것이다. 요인주줄 방법은 탐색적 요 

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주성분 분석 （Principal 

Component An函ysis）을 이용하였고, 카이저 

（Kaiser） 정규화가 있는 배리맥스 회전법에 따 

라 회전하였다.

요인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의도했던 바와 

깉-이 다크 시나리오（요인적재량 최소치 : 0.747） 

에서 8개의 요인과 브라이트 시나리오 8개의 

요인（요인적재량 최소치 : 0.740）이 각각 추출 

되었다. 또한, 다크 시나리오의 8개 요인의 

고유값（최대치 : 4519, 최소치 : 3.091）과 브라 

이트 시나리오의 8개 요인의 고유값（최대치 : 

4.507, 최소치 : 3.145）이 요인추출의 고유값 

의 준거치인 L0 이상 이었으며, 전체 누적 

설명력은 다크 시나리오가 88.77%, 브라이트 

시나리오가 86.32%로 매우 높은 설명변량을 

나타내고 있었다. KMO（Kaiser-Meyer-Olkin） 

적 합치의 경우 브라이트 시나리오가 0.859,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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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시나리오가 0.851 로 나타나 일반적인 권장 

값인 0.8 이상으로 요인 추출결과의 적절함이 

확인되었다 [4].

4.4 측정 모형 평가

연구모형과 가설의 검정을 위해 변수들의 

공분산 행렬을 이용하여 전체 모형을 검증하 

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다. 구조방정 

식은 확인적 요인분석과 다중회귀분석 또는 

경로분석 등을 결합하여 만들어진 분석방법 

으로 일련의 변수들 사이의 공분산 행렬을 

토대로 모형이 얼마나 많은 분산을 설명하는지 

계산한다[23L 분석을 위한 도구로는 AMOS 

18.0을 이용하였다.

4.4.1 모형적합도

본 연구에서 제시된 시나리오별 구조모형 

의 적합도 지수(RMSEA, NFI, RFI, CH, PNFI) 

는〈표 4＞와 같다. X?/자유도의 값은 다크 

시나리오에서 2.798과 브라이트 시나리오에 

서 2.&X)으로, 乂2가 자유도의 3배를 넘지 않 

아 적절하였다. 일부 적합도 지수에서 적합도 

수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나, 수용기준 

에 근접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 있 

다. 이 적합도의 수용기준들은 좋은 모델의 

기준이 되는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 

다. 모두 근접한 값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모 

집단의 수에 따라 수용기준에 부합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연구모 

형이 좋은 모델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의 적합도를 보여주고 있으 

며, 본 연구에서 목표로 하는 결과에 만족 할 

수 있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図.

4.4.2 연구가설 검정

연구가설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크 시 

나리오는〈그림 3T＞과 같고 브라이트 시나 

리오는〈그림 3-2＞와 같다. 이 결과를 보았 

을 때 다크 시나리오 하에서는 가설 2와 가설 

7을 제외한 모든 가설들이 유의하게 나타났 

다. 인지된 프라이버시는 인지된 보안성에 

0.456(가설 1), 인지된 보안성은 신뢰에 0.440 

(가설 4), 인지된 사용용이성은 인지된 유용 

〈표 4＞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重1辭寥|靈 적합도 지수 수용기 준
다크 시나리오 

분석결과

브라이트 시나리오 

분석결과

절대 부합지수

广자유노 < 3.00 2.798 2.800

%2 

자유도 

p-value > 0.05

1533.195

548 

0.0

1534.639

548

0,0

근사원소평 균자승잔차(RMSEA) < 0.08 0.109 0.108

증분 부합지수

표준부합지 수 (NFI) > 0.90 0.807 0.796

관계부합지수 (RFD 1.0 근접 0.790 0.778

비교부합지 수 (CFI) > 0.90 0.866 0.857

간명 부합지수 간명 표준부합지 수(PNFI) > 0.60 0.743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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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0.521（가설 5）, 인지된 유용성은 지속사 

용의도에 0.372（가설 6）, 기대일치는 인지된 

유용성에 0.307（가설 10）, 만족은 지속사용의 

도에 0.365（가설 12）의 경로계수를 갖는디-. 가 

설 1, 4, 5, 6, 10, 12는 p < （）.001 수준에서 지 

지 되었다. 신뢰는 인지된 사용용이성에 0.216 

（가설 8）, 인지된 유용성은 만족에 0.259（가설 

9）의 경로계수를 갖고 p < 0.01 수준에서 지 

지되었다. 인지된 보안성을 인지된 유용성에 

0.252（가설 3）, 기대일치는 만족에 0.183（가설 

11）의 경로계수를 갖고 p < 0.05 수준에서 지 

지되었다. 인지된 프라이버시는 인지된 유용

P < 0.001 " p < ().01 ' P < 0.05.

〈그림 3^1> 다크 시나리오 설문분석 결과

p < ().001 " P < 0.01 " P < 0.05.

〈그림 3-2> 브라이트 시나리오 설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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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가설 2）과 신뢰는 인 

지된 유용성에 영향을 줄 것（가설 7）이라는 

가설은 기각 되었다. 인지된 프라이버시는 인 

지된 보안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인지된 유 

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 

며, 신뢰 또한 인지된 사용용의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인지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친다. 

인지된 프라이버시와 신뢰가 각각 인지된 유 

용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은 

다크 시나리오 제시에 따른 사용자들의 인식 

변화에서 기인한 것이다.

브라이트 시나리오 하에서는 가설 2와 가 

설 3을 제외한 모든 가설이 지지되었다. 가설 

1, 4, 5, 6, 7, 10, 11, 12는 p < 0.001 수준에서 

지지되었다. 가설 8（신뢰 — 인지된 사용용 

이성）과 가설 9（인지된 유용성 — 만족）는 p 

< 0.01 수준에서 지지되었다. 인지된 프라이 

버시가 인지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가설 2）과 인지된 보안성 이 인지된 유용성에 

영향을 줄 것（가설 3）이라는 가설은 기각 되 

었다. 브라이트 시나리오에서 기각된 가설 2 

와 가설 3의 인지된 프라이버시, 인지된 보안 

성은 신뢰를 통해서 인지된 유용성에 간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결론

5.1 연구결과의 논의

다크 시나리오와 브라이트 시나리오에 따 

른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체인식기술 

에 대한 부정적인 사례에 노출되지 않은 사 

용자들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첫째, 생체인 

식기술 사용자들의 인지된 유용성이 지속사 

용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인지된 프라이버시 一 인지된 보안 

성 — 신뢰의 경로를 거치면서, 신뢰는 인지 

된 유용성 과 인지된 사용용이 성 에 영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에서 주장 

된 인지된 프라이버시와 인지된 보안성이 인 

지된 유용성에 직접 영향을 주었던 것과 달 

리 본 연구에 서 는 신뢰 라는 요인 이 추가됨으 

로 인하여 인지된 프라이버시와 인지된 보안 

성이 신뢰를 통하여 인지된 유용성에 간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지 속사용의도를 높이 기 위 해서 

는, 인지된 유용성 의 가시 적 성 과를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하는 한편, 시스템의 보 

안성 을 강화하고 교육을 통해 인지된 프라이 

버시와 보안성 수준이 제고하여 신뢰를 확보 

해 야 할 것 으로 사료된다. 둘째 로, 생 체인식 

기술 사용자들의 지속사용의도에 만족이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만족은 

기 대 일치에 의 해서 가장 크게 영 향을 받기 

때문에, 생체인식기술이 제공해야 할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제공하도록 구현되어야 하며 

향후 그 기능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지속적으 

로 관리해야 한다.

이에 반하여 사용자가 다크 시나리오를 접 

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경우에, 인지 

된 프라이버시와 인지된 보안성이 매우 낮아 

지게 되는데, 이는 신뢰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리고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사용자의 

신뢰는 더 이상 인지된 유용성에 영향을 주 

지 못하게 되며, 단지 인지된 사용용이성에만 

영향을 주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두 

시나리오의 차이에서 인지된 사용용이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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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요인들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다크 시나리오와 브라이트 시나리오간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신뢰가 인지된 유용성 

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또한 다크 시나리오에서는 기대일치 — 만족 

의 경로계수가 브라이트 시나리오에 비해서 

현저히 작은 값을 보인다. 이는 다크 시나리 

오에 노출된 사용자들이 생체인식 시스템의 

기능에 대해서 상당히 낮은 기대를 지니게 

되어, 비록 기대일치가 증대하더라도 만족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5.2 한계점 및 향후연구방향

본 연구는 생체인식기술 중에서 지문인식 

시스템에만 국한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현재 지문인식을 제외한 다른 

생체인식기술들이 폭넓게 보급, 사용되지 않 

고 있기 때문에 생체인식기술을 대표하는 지 

문인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것은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그리고 생체인식을 통한 

인증기술은 국제적으로 인권침해의 소지를 

항상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과거부터 

행정측면에서 보편화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에 

지문인식에 대해서 큰 거부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다른 생체인식기술이 폭넓게 

보급되고 사용되어 진다면, 이를 대상으로 더 

많은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설문대상에 대한 한계점도 있다. 현 

재 지문인식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K대학의 

도서관 관리시스템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 

했으므로, 설문대상자가 이 대학의 학부생과 

대학원생들로 한정되었다는 측면이다. 생체 

인식기술을 사용함으로써 도서관 좌석배정에 

대한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서 

도서관 좌석의 사석화 방지 등의 유용성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어 K대학의 지문인식시 

스템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것은 타당하 

다고 판단된다. 다만, 폭넓은 연령의 설문응 

답자와 금전적인 손해 또는 더 큰 위험에 대 

한 보안을 위한 시스템에 적용하여 연구한다 

면 또 다른 요인들의 유의성에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확장 

된 지속사용의도 모형이 향후 보다 다양한 

생체인식기술과 다양한 응용분야에 적용되어 

지속사용의도에 관한 이해와 지식이 심화되 

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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