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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지문인식시스템은 사용자의 지문영상을 입력 받
아 사전에 등록된 템플릿과 비교하여 사용자 여부를 확인하는 사용자 인증 
도구이다. 지문을 입력 받기 위한 센서와 매칭 알고리즘 등이 활발히 개발되

고 있으며, 실제로 전자상거래나 출입통제시스템 등의 많은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지문인식시스템에 대한 기존의 평가는 수집된 지문 DB 에 대해 인식 
성능이 얼마인지, 쌍둥이들을 잘 구분하는지, 위조 지문을 파악할 수 있는지 
등 주로 지문인식 자체의 성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하지만 지문인식

은 사용자나 환경과 관련된 많은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스템을 효과

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지문인식시스템에 
대한 사용성 평가는 시스템이 대상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고, 사용

성 분석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개발을 유도한

다. 본 논문에서는 지문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사용자와 시스템 측면에

서 분석하고, 사용성 평가를 통해 효과적인 지문인식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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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보안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사용자의 지

문영상을 입력 받아 인증을 수행하는 지문인식시

스템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1]. 출입통제시스

템이나 전자상거래, 은행업무 등에 활발히 적용되

고 있으며, 보다 높은 성능을 얻기 위해 다양한 

입력센서나 매칭 알고리즘이 개발되고 있다. 높은 

정확률이 요구되는 지문인식시스템은 다양한 환경

과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객관적이

고 신뢰성 있는 성능검증이 필요하다. 많은 경우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NIST 지문 데이터베이스나 

자체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성능을 검

증한다[2]. 최근에는 쌍둥이를 얼마나 잘 구분하

는지[3], 위조 지문을 식별하는지 등 다양한 연구

도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지문인

식 자체의 성능 측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지

문인식은 사람을 대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적용

환경이나 사용자에 맞추어 시스템을 설계할 필요

가 있다[4].  

사용성 분석은 HCI 분야에서는 시스템을 디자인

하고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일 뿐만 아니라 

대상환경에 보다 적절히 적용되도록 돕고 편리하

고 효율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개발을 유도한

다[5]. 본 논문에서는 지문인식시스템의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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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을 위해서 기존의 성능위주 시스템 평가가 아

닌 사용성 중심의 분석을 시도한다. 지문인식에 

주요한 사용성 요소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인터페

이스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2. 관련연구 

2-1 지문인식 

지문인식은 지문에 포함된 개인에 고유한 정보

를 이용하여 본인과 타인을 구분하는 기술이다. 

지문인식 시스템은 일반적인 생체인식 시스템과 

같이 크게 센서, 인식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며, 그림 1 과 같은 과정으로 동작한다. 

그림 1. 지문인식시스템 동작과정 

 

지문영상을 획득하기 위한 센서는 매우 다양하

여 광원과 렌즈를 이용한 광학식, 손가락의 열과 

압력을 이용하는 센서어레이 방식과 전기장을 이

용하여 골과 융선을 파악하는 전기장 방식 등이 

있다. 센서는 손가락이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사

용자의 느낌에 영향을 주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

계에 매우 중요하다[6].  

지문인식시스템이 잘 동작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지문영상이 획득되어야 하지만 지문영상은 환경이

나 사용자에 매우 크게 영향을 받는다. 피부 상태, 

날씨, 상처 등에 따라 편차가 있는 지문영상이 얻

어진다. 지문영상이 획득되면 분기점이나 끝점 등

의 지문인식을 위한 특징을 추출하여 인식을 수행

한다[1].  

 

2-2  지문인식 성능평가 

지문인식은 보통 일반적인 인식률을 토대로 시

스템을 평가하지만 이미지 품질평가나 추출되는 

특징 품질평가 등이 이용되기도 한다. NIST 에서 

제공하는 지문 DB 를 이용하여 평가를 수행하거나 

자체적으로 수집한 지문 DB 를 이용하기도 하며, 

대표적인 지문인식 성능평가로는 FVC2000, 

FVC2002 와 FVC2004 등이 있다[2]. 

유전적 요인과나 사회적 요인 및 수집 시에 발

생하는 요인들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와 분석도 

시도되고 있는데, Jain 은 쌍둥이를 대상으로 지

문인식 성능을 평가하였고[3], Kang 등은 기온이

나 습도, 압력 등의 요소에 대한 지문인식 성능을 

분석하였다[7]. 이 외에도 위조지문 식별을 위해 

가짜 지문을 이용한 평가가 수행되기도 하였다.  

 

2-3 사용성 평가 

사용성은 인간-컴퓨터 상호작용(Human-Computer 

Interaction; HCI)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사람

이 쉽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능력,” 

“사용의 질”이나 “특정 환경에서 사용자가 목

적을 달성할 때 발생하는 효과, 효율, 만족도” 

등을 의미한다. 많은 연구에서 상호작용형 시스템

의 사용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거

나 사용성 측정기준을 활발히 연구하고 있다[5]. 

ISO 9241 표준에 따르면 사용성은 크게 효과

(Effectiveness), 효율성(Efficiency)과 만족도

(Satisfaction)로 구분된다. 효과는 사용자가 주

어진 목적을 달성할 때의 정확률과 완성도를 의미

하고, 효율성은 이때 소요되는 자원을, 만족도는 

결과에 대해 사용자가 느끼는 긍정적 태도를 나타

낸다.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용성 기준으

로는 작업성공율(Binary task completion), 정확

율(Accuracy)이나 재현율(Recall) 등이 있다. 작

업성공율은 사용자가 주어진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하며, 정확율은 작업을 

지문 영상 획득

전처리

특징추출

후처리

대규모 
인식시스템

지문분류

Yes                 

매칭

No      

데이터

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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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러의 수를 의미한

다. 재현율은 시스템이나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

자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획득하는지를 나타낸다. 

효율성의 대표적 사용성 척도에는 작업완료시간 

(Task complete time)이나 사용패턴(Usage patterns) 

등이 있다. 작업완료시간은 사용자가 주어진 인터

페이스를 이용하여 작업을 완성하는데 걸린 시간

을 나타내고, 사용패턴은 사용자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의미한다. 

만족도를 위한 측정기준은 표준질문(Standard 

questionnaires), 성향(Preference)이나 사용용이성

(Ease-of-use) 등이 있다. 표준질문은 만족도 측정

이나 기존 방법과의 비교를 수행하는 연구에서 주

로 사용되며, 대표적으로 QUIS 가 있다. 성향은 

사용자가 어떤 인터페이스를 더 선호하는지를 측

정하고, 사용용이성은 인터페이스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나타낸다. 

 

3. 지문인식시스템의 사용성 평가설계 

본 논문에서는 지문인식시스템의 설치에서 중요

한 변수인 높이와 입력각도가 사용성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기 위한 사용성 평가와 시스템의 인증

속도와 오인증이 사용자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는 사용성 평가를 제안한다. 

 

3-1 피험자 

사용성 평가에는 총 12 명의 연세대학교 컴퓨터

과학과 대학원생이 참가하였다. 피험자들은 간단

한 신상정보(나이, 성별, 키, 주로 사용하는 손, 

지문인식 사용경험, 선호하는 손가락)를 작성하고 

관리자로부터 실험에 대한 간단한 설명에 따라 평

가를 수행한다. 표 1 은 피험자 집단의 특성을 보

여준다. 모든 피험자는 오른손잡이였으며, 20 대

의 나이분포를 보였다. 

표 1. 피험자 집단 특성 (%) 

성별 남(11), 여(1) 

키 175cm 이하(6), 175cm 이상(6) 

경험 유(3), 무(9) 

손가락 오른손엄지(6), 오른손검지(6) 

3-2 평가 환경 

실험에는 그림 2 와 같은 AuthenTec 지문인식 

센서 AES3500 을 이용하였으며, MFC 를 이용하여 

평가 환경을 구축하였다. 

 

그림 2. 사용성 평가에 사용된 지문인식 센서 

 

A. 평가 1: 센서 높이와 입력각도 

지문인식 센서의 높이와 입력각도에 대한 사용

자 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표 2 와 같이 15 가

지 환경을 바탕으로 사용성 평가를 제안한다..  

표 2. 설치환경별 평가모델 

높이      
각도 

0° 45° 90° 

1.1m 모델 A1 모델 A2 모델 A3

1.2m 모델 B1 모델 B2 모델 B3

1.3m 모델 C1 모델 C2 모델 C3

1.4m 모델 D1 모델 D2 모델 D3

1.5m 모델 E1 모델 E2 모델 E3

 

B. 평가 2: 인식속도 및 오인증률 

지문인식시스템의 인식속도와 오인증 횟수를 조

절하여 표 3 과 같이 9 개의 환경을 구축하여 사용

성 평가를 제안한다. 

표 3. 인식성능별 평가모델 

속도     
오인증 0 회 1 회 4 회 

1 초 모델 a1 모델 a2 모델 a3

2 초 모델 b1 모델 b2 모델 b3

5 초 모델 c1 모델 c2 모델 c3

 

3-3 평가 프로토콜 

사용성 평가에 앞서 지문인식의 기본작업인 사

용자 등록을 거치며, 인증에는 사용자가 선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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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을 사용한다. 평가 모델은 임의로 선택이 

되며, 각 환경별로 설치된 지문인식시스템에 대하

여 인증을 총 3 회 시도한다. 인증결과는 환경에 

따라 가상으로 주어지지만 피험자에게는 이 사실

을 밝히지 않는다. 인증 성공 시에는 성공신호를, 

실패 시에는 실패신호를 피험자에게 소리로 알려

주며, 실패할 경우 인증을 다시 시도하도록 지시

한다. 시스템 사용 후에 사용자는 표 4 와 표 5 에

서와 같이 미리 준비된 표준 질의에 응답하며, 각 

항목은 1~5 값을 가진다. 

표 4. 평가 1 을 위한 표준 질의 

사용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1:불편, 5:편리) 

설치 높이는 적합합니까 (1:불만, 5:만족) 

설치 각도는 적합합니까? (1:불만, 5:만족) 

표 5. 평가 2 를 위한 표준 질의 

사용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1:불편, 5:편리) 

사용이 어렵지 않습니까? (1:어려움, 5:쉬움)

시스템의 반응이 빠릅니까? (1:느림, 5:빠름) 

인식 성능에 만족하십니까? (1:불만, 5:만족) 

 

모든 환경에서의 지문인식시스템에 대한 표준 

질의를 작성하고, 마지막 질의인 “인식에서 가장 

불편한 순서로 다음을 정렬하세요. (설치높이, 입

력각도, 인식속도, 인식오류)”를 통해 사용성 평

가를 완료한다.  

 

4. 사용성 평가 결과 및 분석 

표 6 은 평가 1 에 대한 사용성 평가 결과로서, 

높은 곳에 센서가 위치할 경우 각도가 수직인 것

을, 낮은 곳에 설치될 경우에는 수평을 선호하였

다. 각도와 높이는 피험자가 등록한 손가락의 종

류에 의존적이었는데, 엄지의 경우에는 모델 C3

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으나, 검지의 경

우 B2 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키가 175cm 보다 큰 피험자들은 1.4m 위치에 설

치된 센서를 가장 선호하였지만, 그렇지 않은 피

험자들은 그보다 10cm 정도 낮은 1.3m 위치를 가

장 선호하였다. 대체로 어깨 높이보다 약간 낮은 

위치를 선호하였지만, 입력각도에 따라 아주 낮은 

위치도 높은 점수를 획득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

니라 많은 지문기반 출입관리시스템에서 지문 입

력각도가 90°인 반면, 대다수의 피험자들은 1.2m 

높이의 45°의 입력각도를 최적의 환경으로 선택

하였다. 

표 6. 설치환경별 사용성 분석결과 

(질의: 사용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높이   
각도 0° 45° 90° 

1.1m 3.08(±1.2)  3.42(±1.2)  2.33(±1.0) 

1.2m 2.92(±1.1)  3.92(±0.7)  2.92(±1.2) 

1.3m 2.75(±1.0)  3.17(±0.9)  3.58(±1.1) 

1.4m 2.00(±0.9)  2.67(±1.0)  3.67(±1.0) 

1.5m 1.83(±0.9)  1.75(±0.8)  3.33(±1.0) 

(질의: 설치 높이에 적합합니까?) 

높이   
각도 0° 45° 90° 

1.1m 1.83(±1.2)  2.92(±1.2)  2.75(±1.1) 

1.2m 2.58(±1.1)  3.58(±0.9)  2.75(±1.1) 

1.3m 3.67(±1.1)  2.92(±0.9)  2.67(±1.2) 

1.4m 3.75(±1.1)  2.33(±1.1)  1.92(±1.0) 

1.5m 3.25(±1.0)  1.67(±1.0)  1.58(±1.0) 

 (질의: 설치 각도에 적합합니까?) 

높이   
각도 0° 45° 90° 

1.1m 2.25(±1.2)  3.58(±1.2)  3.08(±1.0) 

1.2m 2.58(±1.1)  3.92(±0.8)  2.67(±1.4) 

1.3m 3.08(±1.2)  3.50(±1.0)  2.42(±1.2) 

1.4m 3.42(±1.1)  3.08(±1.1)  2.00(±1.0) 

1.5m 3.50(±1.1)  2.83(±1.3)  2.00(±1.1) 

 

표 7 은 지문인식성능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를 보여준다. 전체 인식시간에 있어서 모델 c1 이 

모델 a2 보다 적게 걸림에도 불구하고 피험자들은 

오인증 횟수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비록 

인식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오인증이 적은 경우

를 훨씬 선호하였다. 최근에는 인식율을 높이기 

위해 비록 시간이 걸리지만 다양한 영상처리 전처

리 기법을 적용하는데, 본 결과는 이에 대한 근거

를 제공한다.  

시스템 사용의 난이도에 있어서 피험자들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지만, 시스템 반응이 늦거나 계

속 실패할 경우 동작법에 대한 확신이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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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인식이 실패할 경우 사용자들은 센서

가 초기화되기 전에 바로 지문을 입력하려고 하여 

낮은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시스템 초보자의 

경우에는 사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경험이 필

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스템의 반응

은 동일하였지만 오인증이 늘어날 경우, 사용자가 

체감하는 인식속도도 함께 떨어졌다. 

표 7. 인식성능평 사용성 분석결과 

(질의: 사용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속도  
오인증 0 회 1 회 4 회 

1 초 3.88(±1.2) 3.13(±1.0) 2.08(±1.1)

2 초 3.79(±1.1) 3.04(±1.1) 1.92(±1.0)

5 초 3.42(±0.9) 2.71(±1.0) 1.83(±1.0)

(질의: 사용이 어렵지 않습니까?) 

속도  
오인증 0 회 1 회 4 회 

1 초 4.21(±0.9) 3.42(±1.0) 2.75(±1.3) 

2 초 3.88(±1.1) 3.75(±1.0) 2.83(±1.3) 

5 초 3.79(±0.9) 3.38(±1.2) 2.42(±1.4) 

 (질의: 시스템의 반응이 빠릅니까?) 

속도  
오인증 0 회 1 회 4 회 

1 초 3.96(±1.1) 3.04(±1.1) 1.96(±1.2)

2 초 3.58(±1.2) 2.63(±0.9) 1.92(±1.2)

5 초 2.71(±1.1) 2.17(±1.1) 1.58(±0.8)

 (질의: 인식 성능에 만족하십니까?) 

속도  
오인증 0 회 1 회 4 회 

1 초 4.17(±1.0) 3.00(±0.9) 1.79(±0.9) 

2 초 3.88(±1.0) 2.58(±1.0) 1.71(±0.9) 

5 초 3.33(±1.2) 2.38(±1.0) 1.46(±0.7) 

 

그림 3 은 평가 1 과 2 의 결과를 요약한 것이며, 

평가 1 과 2 를 수행한 후, 피험자에게 가장 불편

했던 점에 대해 문의한 결과, 오인증이 지문인식

시스템에서 사용자의 만족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용성 평가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지문인식 인터페이스는 1.2~3m 높이의 

45°의 입력각이 적절하다. 

 사용자 키에 적응적으로 변하는 지문인식 

인터페이스는 사용성 향상에 도움을 준다. 

 오인증은 인증시간보다 사용자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인증을 줄이

는 전처리 등의 과정은 시스템 설계에 권

장한다. 

 

그림 3. 사용성 평가결과 요약 (위: 설치환경에 

대한 만족도, 아래: 인식성능에 대한 만족도)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최근 많이 보급되는 지문인식

시스템의 사용성 평가를 수행하여 환경과 인간 요

인에 따른 사용자의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센서 

설치 높이와 입력각도에 대한 사용자의 느낌을 측

정하였고, 사용자 키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문인식시스템의 성능인 인식속도와 

인증실패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지

문인식시스템의 개발에서 보다 사용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를 설계한다면 다양한 영역에의 적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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