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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얼굴인식 결제서비스는 얼굴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결제 방식으로 현재 중국에서 급부상하고 
있다. 향후 도입될 무인판매방식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에서 얼굴인식 결제서비스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최근 얼굴인식 결제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속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설문지 조사를 사용하고 SPSS와 AMOS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얼굴인식 결제서비스의 특징인 비접촉성/비강제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태도가 좋을수록 지각된 유용성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얼굴인식 결제서비스의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보안과 신속성 중 신속성이 사용용이성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주관적 규범과 같은 사회적인 영향이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기표현 욕구 수준 또한 얼굴인식 결제서비스 이용의도를 높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런 연
구결과를 통해 혁신적 서비스의 디자인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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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e recognition payment service is an innovative payment method based on face recognition 
technology and is emerging in China now. Various industries regarding unmanned sales are likely to 
utilize this face recognition payment service in the futu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usage intention of Chinese consumers who have experience using face recognition service. We 
used questionnaire survey and analysis with SPSS and AMO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conclusions are as followed. First, consumers' attitudes toward the characteristic of face recognition 
payment service, which are non-contact and non-coercion, positively affected perceived usefulness. 
Second, the rapidness of the facial recognition payment among the recognition, the security and the 
rapidness of this service affected the ease of use. Third, social influences such as subjective norms 
also influence the intention to use. Fourth, the increase of the level of self-expression awareness and 
the intention of using face recognition payment service are confirmed. Through these results, the 
implications for design and communication of related innovative service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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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정보기술의 발전과 함께 우리 삶의 방식이 전반적으
로 변화하고 있으며, 기존 서비스와 차별화된 혁신적인 
기술기반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을 합한 용어인 핀테크(Fintech)가 
확산되면서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고 생체인증기술을 
활용한 결제시스템 도입 및 검토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
다. 

생체인증이란 개인의 고유한 생체정보를 자동 장치
로 식별하는 것을 뜻하며 홍채, 지문, 손바닥 정맥, 음
성, 얼굴인식 등이 이에 해당한다[1]. 특히, 금융 분야에
서 비대면 거래의 혁신적인 인증방법으로 부상하고 있
는 얼굴인식 결제시스템은 사용이 매우 편리하고 위조
하기가 어려워 금융거래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 반면 
보안체계를 잘 구축하여 정보유출을 막고 보안성을 확
보해야 한다. 

중국 알리바바는 2017년 항저우에서 영업하는 KFC 
매장에서 얼굴인식 결제 시스템인 ‘Smile To Pay’를 
사용해서 시범 서비스를 출시했고[2], 2017년 8월 중
국 우한시 기차역에서는 얼굴인식 서비스를 활용할 것
이라고 하였다[3], 중국 온라인 쇼핑몰 Suning 은 얼굴
인증 결제시스템을 갖춘 무인편의점을 2017년 11월 
상하이에 오픈하였다. 아이폰도 2017년 8월에 ’Face 
ID’를 출시하였고 얼굴인식을 통한 결제인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생체인식 결제서비스에 대한 연구 대부분은 기술개
발 측면에 집중되어 있는데 최근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
로 한 개인인증수단 중 지문, 홍채, 정맥 인식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과 태도를 연구가 있었다[4].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문인식의 경우 신뢰성과 편의성 인식이, 홍채
인식은 인지된 편의성이, 정맥인식의 경우 인지된 신뢰
성이 지속사용의도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아직 얼굴인식 인증수단에 대한 소비자 연
구를 찾아볼 수 없고 각각의 생체인식 결제서비스가 지
닌 고유한 속성을 고려하고 이를 이론적 모형에 반영한 
연구는 미흡하다고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얼굴
인식 결제서비스의 속성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태도를 탐색하고자 하며, 모바일 결제서비스 및 

기술기반 셀프서비스에 대한 선행연구를 활용하여 변
수들과 서비스 지속사용의도의 영향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얼굴인식 결제서비스를 경험해 본 
중국 소비자들을 조사하였고 사용자들이 향후에도 서
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의도가 있는지, 또 이러한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기술수용모델(TAM)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은 사람들의 신념-태도-행동 간의 관계를 정보기
술의 수용 상황에 적용한 모델이며 기술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용이성을 통하여 수용과정을 설명한다
[5]. 혁신을 보급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는 중요한 지침을 얻고자 각종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용 연구를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기술수용모델과 관련된 이론으로서 첫째,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이용하여 행
위 의도와 행동이 일치할 것이라고 추론한 합리적 행동
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TRA)이 있고 이 
행동이론은 둘째, 인간 행위의 직접적인 결정 요인이 
행위 의도이며 의도를 파악하면 행위를 예측할 수 있다
는 계획적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정보기술
을 수용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하
여 등장하게 된 기술수용모델(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이 확장된 기술수용모델
(Extend-TAM)로 진화하여 영향 요인들 간 상호 관계
를 밝히는데 사용되었다[6].

2. 얼굴인식 결제서비스
우리는 친구, 가족, 이웃의 얼굴을 쉽게 알 수 있고 

구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를 기술기반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용시키려는 노력이 바로 얼굴인식 혹은 안
면인식 관련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얼굴인식의 성능을 개선하려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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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즘이 제안되었으며 최근 딥러닝 기술 덕분에 식별
의 정확도(recognition accuracy)가 상당 수준 향상
되었다. 

현재까지 생체인증의 여러 응용분야는 얼굴보다 지
문이나 손바닥 정맥 등의 인식이 대중화에서 앞장서고 
있으나 적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 일부를 인식장
치에 접촉시켜야 한다는 강제성에 많은 거부감과 불편
함을 느낀다. 얼굴인식은 다른 생체인식방법보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지문이나 음성인식처럼 생체의 고
유한 특징을 이용하기 때문에 위조하기가 쉽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지문과 달리 기기에 직접 인체를 접촉할 필
요가 없고 음성처럼 마이크에 가까이 가서 이야기를 해
야 할 필요도 없으며 소음이 많은 장소에서도 충분히 
인증이 가능하다[7]. 기존 생체인식 방법과 비교할 때 
비강제성과 비접촉성, 편리성, 많은 특징정보의 보유 등
의 측면에서 추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8].

Ⅲ. 연구 설계

1. 연구모형
선행 연구를 통하여,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을 근간으로 하고, 얼굴인
식 결제방법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사회적 요인 중
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주관적 규범, 기술기반 셀프서비스 중에서 자기표현 욕
구, 시스템 특성요인 중에서 신속성, 보안성, 그리고 얼
굴인식 결제시스템의 특성 비접촉성/비강제성을 독립
변수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독립변수가 지각된 유용성
과 지각된 사용용이성을 매개 변수로 하여, 얼굴인식 
결제 서비스의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2. 연구가설 설정
2.1 얼굴인식 결제서비스의 특성
본 연구의 개념적 모형은 기술수용모델을 바탕으로 

하였다. 사회적인 영향 요인인 주관적 규범뿐만 아니라 
기술기반 셀프서비스와 관련된 개인특성 요인인 자기
표현 욕구도 고려하였다. 결제시스템 특성으로는 신속

성과 안전보안성을, 얼굴인식 기술의 특성으로는 비접
촉성/비강제성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독립변수둘이 얼
굴결제 서비스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용
이성을 매개 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로 서비스 이용의도
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비접촉성이란 일정한 거리에서 홍채 디지털 이미지
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사용자가 기계에 접근할 필요
가 없으며 몸에 대한 침해가 없다. 얼굴인식 기술의 비
접촉성은 사용자가 기계와 거리 있는 상태에서 몸과 기
계와 접촉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불편하거
나 안정문제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쉽게 받아진다. 
비 강제성의 기준의 적용은 복잡하며, 강제성을 한 사
람을 제외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신체
적, 심리적, 재정적 손해를 야기할 수 있도록 행동에 대
한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정의한 반면에 비 
강제성이다[9]. 본 연구에서는 얼굴 결제서비스를 사용
할 때 강제하는 방식이 아닌 불안감을 완전히 없는 상
태에서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결제시스템 품질이 좋을수록 사용자들의 유용성 지
각을 높일 수 있고 시스템의 접속장애와 같은 방해요소
는 유용성을 낮게 지각하도록 한다. 전자지불시스템의 
성공요인으로는 보안성과 편리성이 많이 언급되어 왔
고 보안성의 특성 중에서 프라이버시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10]. 한국정보보호진흥원(2009)의 조사
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바일뱅킹의 정보보안
을 의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신의 휴대폰을 잃어버
렸을 때에 해킹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 

무엇보다도 얼굴인식 결제서비스는 일반 결제수단보
다 신속하다는 특징이 있다. 신속성은 결제시스템을 통
하여 거래 및 지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으
로 정의할 수 있다[12]. 얼굴인식 결제서비스를 사용하
면 거래 처리나 지불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신속성을 나타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시스템 특성은 지각된 용이성과 유용
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13]. 이에 다음
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H1-1: 얼굴인식 결제서비스의 비접촉성/ 비강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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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   

H1-2: 얼굴인식 결제서비스의 비접촉성/ 비강제성
은 지각된 사용용이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얼굴인식 결제서비스의 신속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4: 얼굴인식 결제서비스의 신속성은 지각된 
사용용이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5: 얼굴인식 결제서비스의 보안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6: 얼굴인식 결제서비스의 보안성은 지각된 
사용용이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주관적 규범
주관적 규범은 합리적인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TRA)를 토대로 나온 개념이며 사
회적 압력지각에 대한 동의 여부로 학습자가 준거가 되
는 사람 혹은 집단에 순응하려는 정도이다[14]. 소비자
에 대한 사회적 영향요인으로서 주관적 규범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보다는 자신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서 친사회적 활동 능력의 영향을 함께 살
펴본 논문이 있다[15]. 

TAM에서 주관적 규범은 지각된 유용성의 외생변수
로 작용하여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16], 모
바일웹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규범은 지각된 사
용용이성 및 유용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
다[17].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H2-1: 소비자의 주관적 규범은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소비자의 주관적 규범은 지각된 사용용이
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자기표현 욕구
자기표현은 자신에 대한 정보를 의사전달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과정이다[18]. 자기표현에 대
한 욕구는 자신의 정체성이나 심리 등을 타인에게 표현
하고자 하는 욕구라 할 수 있다. 얼굴인식 결제는 현재 

주로 외부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이용자가 얼굴을 
보여주면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얼굴인
식 결제서비스와 같은 혁신 기술을 수용하면 참여자가 
인지하는 사회적 존재감을 더 높게 할 것이다.

자기표현에 대한 욕구가 높은 사람은 혁신을 수용함
으로써 자신의 혁신적인 특성을 표현할 수 있으므로 혁
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 특성의 자기표현 욕구는 사용의 용이성과 유용성
에 긍정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19].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H3-1: 소비자의 자기표현 욕구는 지각된 유용성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2: 소비자의 자기표현 욕구는 지각된 사용용이성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 기술수용모델(TAM)
지각된 유용성이란 이용자가 특정한 시스템을 통해 

자기 자신의 업무 성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믿고 활용
하는 정도이다[20]. 본 연구에서는 얼굴인식 결제서비
스 사용을 통해 기대되는 이익에 대한 지각을 말하며, 
서비스 이용이 생산성을 높이는 정도, 결제의 효과성 
정도,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도, 결제시스템의 유용
한 정도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 지각된 사용용이성이
란 시스템 사용이 얼마나 쉽게 느껴지는 것인지를 말하
며 얼굴인식 결제서비스 이용의 경우에는 결제 사용방
법이 쉽고 인터페이스나 조작법, 빠르게 처리할 수 있
는 정도에 대한 인식 등을 살펴볼 수 있다[21]. 혁신적
인 제품이나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유용하다고 지각되
거나 사용하기 쉽다고 인식될 때 이용 의도가 높아질 
수 있다[22].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
다.

H4-1: 소비자의 지각된 유용성은 사용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2: 소비자의 지각된 용이성은 사용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 Vol. 19 No. 8494

Variable Items References

비 접촉성/
비 강제성

1.얼굴 인식 서비스는 몸을 접촉하지 않아서 좋다.
2.얼굴 인식은 몸을 접촉하지 않아서 청결하고 위생적이다.
3.얼굴 인식은 홍채 인식보다 소비자가 주의집중 하지 않아도 되어서 좋다.
4.얼굴 인식은 홍채 인식보다 소비자가 특정한 거리를 지키지 않아서 좋다.
5.얼굴 인식은 홍채 인식보다 소비자가 컬러렌즈나 안경을 벗지 않아서 좋다.

[22]

신속성
1.얼굴 인식 결제의 사용으로 거래 처리시간을 단축시켜준다.
2.얼굴 인식 결제의 사용으로 현금 관리의 시간을 단축시켜준다.
3.얼굴 인식 결제의 사용으로 지불 및 결제과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10], [23]

보안성
1.얼굴 인식 결제를 이용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우려된다.
2.얼굴 인식 결제를 이용하면 해킹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
3.얼굴 인식 결제를 이용하면 거래 정보가 유출 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

[24], [25]

주관적 규범
1.나와 친한 사람들은 내가 얼굴 인식 결제를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2.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은 내가 얼굴 인식 결제를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3.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내가 얼굴 인식 결제를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26]

자기표현
1.나 자신을 드러나 보이게 하고 싶다.
2.내 지식과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을 좋아한다.
3.나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표현하는 것을 선호한다.

[27], [28]

지각된 유용성
1.얼굴 인식 결제는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2.얼굴 인식 결제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3.얼굴 인식 결제는 나에게 이익을 준다고 생각한다.

[21]

지각된 사용용이성

1.얼굴 인식 결제 서비스 사용 방법을 배우기 쉽다고 생각한다. 
2.얼굴 인식 결제서비스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얼굴 인식 결제 서비스 사용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얼굴 인식 결제 서비스는 이용하기 쉬울 것이다.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쉽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5.얼굴 인식 결제 서비스를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 [21]

사용의도
1.다음의 기회에도 얼굴 인식 결제를 사용할 것이다.
2.가능하다면 다양한 얼굴 인식 결제를 사용할 의향이 있다.
3.지속적으로 얼굴 인식 결제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29]

표 1. 측정항목

Factors Items Cronbach'α Factor 
Loading C. R. P AVE Construct 

Reliability

비 접촉성/
비 강제성

N1
N2
N3
N4
N5

.922

0.758
0.720
0.898
0.904
0.861

17.822
15.452
15.568
14.717

***
***
***
***

0.758 0.940

신속성
P1
P2
P3

.924
0.914
0.846
0.935

19.655
24.500

***
***

0.842 0.941

보안성
S1
S2
S3

.910
0.887
0.827
0.925

17.351
20.178

***
***

0.806 0.925

주관적 규범
SN1
SN2
SN3

.912
0.811
0.912
0.925

17.628
17.884

***
***

0.841 0.941

자기표현
SE1
SE2
SE3

.848
0.772
0.815
0.842

12.697
12.938

***
***

0.770 0.909

지각된 유용성
PU1
PU2
PU3

.908
0.858
0.892
0.882

18.870
18.541

***
***

0.852 0.945

지각된 사용용이성

PE1
PE2
PE3
PE4

.883

0.826
0.812
0.831
0.744

14.437
19.870
12.919

***
***
***

0.742 0.920

사용의도
IU1
IU2
IU3

.899
0.880
0.911
0.807

20.728
16.622

***
***

0.858 0.947

표 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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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항목
선행연구를 통하여 구성개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

시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각 개념의 자세
한 항목과 출처 등의 내용은 [표 1]에 제시하였다.

Ⅳ. 실증분석

본 연구는 얼굴 결제서비스의 경험이 있는 중국 소비
자를 대상으로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286부
가 수집되었고 무성의한 응답 등을 제외한 후 총 258부
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응답자들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남성은 48.4%, 여성은 51.6%를 보였다. 연령의 경우 
20대가 91.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학력은 대학교 
재학 및 대졸이 63.9%, 대학원 및 대학원 이상이 
31.4%였다. 직업은 학생 49.6%, 회사직원 30.6%, 개인
기업 운영이 7.0%를 자치하고 있다. 월수입은 40만원 
미만이 27.1%, 40~100만원이 46.1%, 100~200만원
이 22.9%였다.

1.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각 변수의 추출된 요인 적재

치가 수용의도에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 개념
간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Cronbach's α 값들이 0.8 이
상으로 신뢰도도 확보되었다. 다음으로 확인적인 요인
분석 결과 X²=586.683 (df=319, p<0.01), GFI=0.957, 
CFI=0.868, TLI=0.949, RMSEA=0.058 등 적합도 지

수가 양호하게 나타났고 [표 2]와 같이 각 측정변수의 
요인적재량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개념신뢰도가 
0.7 이상, AVE가 0.5 이상이며 [표 3]와 같이 변수 간 
상관계수 중 가장 큰 값인 0.759(지각된 유용성과 사용
의도)의 제곱 값 0.576이 가장 작은 AVE 값인 0.742
보다 낮은 값을 가져 판별타당성도 확보하였다.

2. 연구가설 검증
다음으로 구조 방정식모델의 적합도를 분석하였는데, 

χ²=728.756(df=328, p<0.01), CFI=0.934, 
GFI=0.832, TLI=0.924, RMSEA=0.069 등으로 대체
로 수용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증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그림 1]과 
같다. 얼굴인식 결제서비스의 비접촉성/비강제성 인식
은 지각된 유용성(β=0.472, p<0.001)과 지각된 사용용
이성(β=0.550, p<0.001)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얼굴인식 결제서비스의 신속성 인식의 지각된 유용성
에 대한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지만, 지각된 사용용이
성(β=0.257, p<0.001)에 대한 영향력은 유의하게 나타
났다. 얼굴인식 결제서비스의 보안성 인식은 지각된 유
용성이나 사용용이성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소비자의 주관적 규범이 얼굴인식 결제서
비스에 대한 유용성 지각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β=0.153, p<0.01), 지각된 사용용이성에 대한 영향력
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자기표현 욕구는 지각된 
유용성(β=0.174, p<0.01)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지속사용의도에 

Construct 비 접촉성/
비 강제성 신속성 보안성 주관적 규범 자기표현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용이성 사용의도

비 접촉성/
비 강제성 1

신속성 .641*** 1

보안성 .739*** .672*** 1

주관적 규범 .188** .144* .181** 1

자기표현 ,467*** .510*** .443*** .215** 1

지각된 유용성 .324*** .223*** .214** .254*** .419*** 1

사용용이성 .675*** .561*** .612*** .228*** .522*** .406*** 1

사용의도 .701*** .600*** .656*** .275*** .555*** .402*** .759*** 1

***: P<.001 **: P<.01 *: P<.05

표 3. 상관관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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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서비스의 지각된 유용성의 영향력(0.668, 
p<0.001)이나 지각된 사용용이성의 영향력(0.263, 
p<0.001)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경로분석 결과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aiable β S.E. C.R P 가설
결과

지각된 유용성

비 접촉성/
비 강제성 .472 .065 7.298 *** 채택

신속성 .088 .054 1.617 .106 지각
보안성 .045 .034 1.298 .194 지각

주관적 규범 .135 .049 2.775 ** 채택
자기표현 .174 .059 2.068 ** 채택

지각된 
사용용이성

비 접촉성/
비 강제성 .550 .073 7.513 *** 채택

신속성 .257 .059 4.369 *** 채택
보안성 .027 .036 .751 .453 지각

주관적 규범 .045 .051 .894 .372 지각
자기표현 -.072 .061 -1.175 .240 지각

사용의도
지각된 유용성 .668 .064 10.460 *** 채택

지각된 
사용용이성 .263 .054 4.858 *** 채택

***: P<.001 **: P<.01 *: P<.05

  

그림 1. 경로분석 결과

Ⅴ. 결 론

1. 연구의 결과
본 연구는 현재 중국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새

로운 생체인식 결제서비스이자 기술기반 셀프서비스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얼굴인식 결제수단의 수용에 있
어서 사용자들이 어떤 요인들에 따라 이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고 시스템의 특
성과 소비자 특성들을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각된 유용성은 사용의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
고 있다. 이는 얼굴인식 결제서비스 이용자들은 본인이 
유용하다고 느낄 수 있을 때에만 지속적으로 사용할 의
지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지각된 사용용이성은 사용의도에 매우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얼굴인식 결제서비
스가 사용하기 쉽다고 판단하는 소비자일수록 지속적
으로 사용할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다. 

셋째, 시스템 특성으로 고려하였던 변수로서 비 접촉
성/비 강제성, 신속성 모두 지각된 사용용이성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측정한 비 접촉성/
비 강제성은 얼굴인식을 통한 생체학적 인증의 경우 지
문, 홍채, 서명 등과 달리 사용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 
일부를 인식장비 또는 적외선에 직접 접촉시키지 않아
도 되고 인식 시 사용자들의 특정행위를 요구하지 않아 
비강제적이고 거부감이 없으므로 사용하기 쉽다고 여
긴다는 의미이다. 

또한 비접촉성/비강제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매우 긍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몸을 접촉하지 
않고 특정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얼굴인
식 결제서비스가 유용하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얼굴인식 결제서비스를 사용할 때 처리시간이 
단축되고 지불 및 결제과정이 신속하다고 느끼는 소비
자일수록 사용용이성을 높게 평가한다는 것을 확인하
였다. 그러나 시스템 특성 중 보안성은 지각된 유용성
이나 사용용이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적 영향으로 고려하였던 변수인 주관적 규
범은 지각된 유용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얼굴인식 결제서비스를 사용한 소비자에
게 중요한 주변 사람의 의견이 소비자의 서비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이 미친다는 의미이다. 주관적 규범은 지각
된 유용성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사용용이
성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섯째, 사용자 특성으로 고려하였던 변수인 자기표
현 욕구는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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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얼굴인식 결제서비스를 사용한 소비자들은 자기
표현 욕구가 높을수록 지각된 유용성을 높게 평가함을 
확인하였지만 지각된 사용용이성에 대한 영향을 확인
하지는 못하였다. 자신의 얼굴을 결제 시 인증수단으로
서 보여주고 드러내는데 거부감이 없는 사람은 얼굴인
식 결제서비스가 유용하다고 지각하지만 사용하기 쉽
다고 여기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2. 시사점 및 향후연구
본 연구결과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얼굴인식 인증수단에 대한 소비자 연구가 

부족하고 생체인식 인증수단의 고유한 속성에 대한 고
찰이 미흡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얼굴인식 결제서비스
의 속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고 모바
일 결제나 기술기반 셀프서비스 관련 변수를 고려하여 
서비스 지속사용의도에 대한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얼굴인식 시스템의 속성으로서 비접촉 
및 비강제성이 사용자의 유용성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만큼, 관련 생체인식 서비스들의 비접촉성이
나 비강제성의 특성을 높이는 것이 서비스 수용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얼굴인식 결제서비스는 지불하는 방식이 기존 
결제서비스와 차별화되고 사용이 편리한 장점이 있지
만 아직 본격적으로 시장에 도입된 것은 아니기에 소비
자의 인지 수준이 낮은 편이다. 그렇지만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의 경우 지속사용의도가 대체로 높은 편
으로 나타났기에 얼굴인식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및 보
안망, 정책 등이 제대로 구축되고 정비될 수 있다면 빠
르게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비 대면 결제 방
식을 사용하게 되면 소요 시간이나 노력 등의 이용자 
측면에서의 거래 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 향후 다양하
게 나타날 수 있는 무인판매와 관련된 다양한 산업 측
면에서도 보안수준을 높이면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셋째, 생체인식 기술은 지문 인식 센서를 활용하여 
터치로 잠금을 해제하는 애플의 아이폰을 통해 사람들
의 일상생활로 들어왔다. 금융 산업 외에도 정부 기관
이나 헬스케어 산업처럼 정보 보안을 중요시하는 분야
에서 보안수단으로 많이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을 지난 

생체인식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관련 응용분야가 확산
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정부는 생체인식 기술을 통해 
시민들의 신분을 식별해낼 수 있고 정보 시스템에 저장
된 민감한 자료들을 보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스템이나 기술의 발전 외에도 사용자의 인식이 혁신
의 수용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사용하기 쉽도록 만들고 사용자에게 
다양한 유용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시스템을 디자
인하고 정비하며 사용자와 커뮤니케이션한다면 기존 
식별수단이나 서비스를 대체하면서 확산을 가속화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 중 하나는 표본이 혁신에 조
금 더 민감한 사용자층일 수 있는 20대 대학생 위주였
다는 점이다. 혁신의 수용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보다 수용적인 젊은 소비자(Eastlick, 
1996; Kho, Venkatraman et al., 1991)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30][31] 얼굴인식 결제서비스의 경우 연령
이 높은 사람들에게도 사용이 쉬운 편이므로 향후 연구
에서는 다양한 연령층을 상대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비
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과 한국 소비자의 
사회문화적 요인을 고려하여 얼굴인식 인증수단에 대
한 차이점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 대부분은 생체인식 영역에서 기술의 개발
이나 수용에 대한 연구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의 관점에서 얼굴을 인식시키고 결제와 관련된 서비스
를 받고자 하는데 어떠한 요인들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얼굴인식 외에 기
타 생체인식 서비스들과 비교한다면 시스템 특성이나 
소비자 특성의 영향력 차이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시사
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기존 결제수단을 사용하면서 이미 편리함을 느끼고 
있고 안정감을 얻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기술이 
왜 필요한지, 이러한 기술이 기존의 대안보다 뛰어난 
점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
는 기존 결제 수단에 대한 태도와 혁신 저항 등이 얼굴 
결제서비스의 지속사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도 검
증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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