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완화되면서 일상생활
과 경제·사회 활동을 영위하면서 감염 예방 활동을 
지속해 나가는 생활방역이 필요한 코로나19 이후
의 일상은 코로나19 이전과 다른 '뉴노멀'로 언급
되고 있다. 열화상 카메라는 코로나19에 감염됐으
나 증상이 없는 사람은 판별할 수 없어 절대적인 
의존은 어렵지만, 코로나19의 일반적 증상 중 하나
인 발열을 판별하므로 대략적인 검역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생체인식 기술과 향후 글로벌 진출
을 위한 수요전망에 예측하고, 비접촉 출입통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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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의 해외진출 사례와 글로벌 진출전망을 모색
해 보고자 한다.

Ⅱ. 생체인식 기술의 정의 및 향후 
수요 전망

생체인식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의 생체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을 식별·인증하는 정보보안기
술로 정의하며, 분실 및 위·변조 위험이 낮아, 기존
의 인증방식보다 높은 신뢰성 및 편의성을 제공하
는 차세대 정보보안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정보의 디지털 시대로의 대전환으로 편의성·보
안성을 강조한 생체인식 기술의 수요가 증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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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생체인식 기술은 신뢰성과 편의성을 제공하는 차세대 정보보안기술이며, 글로벌 시장 규모의 상승추
세와 비접촉 방식의 수요도 증대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핵심기술로 비접촉방식의 생체인식 출
입통제 시스템이 비대면과 자동화 기술까지 가능하여,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중동 등 해외시장
에서 크레 활약하고 있다. IoT 기반 스마트 디바이스 맞춤형 센서 개발과 H/W 시스템 확보에 기업간 
협조와 미국 식약청의 허가 등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는 주의사항이 있다.

ABSTRACT

Biometric technology is a next-generation information security technology that provides reliability and convenience.
As a core technology in the post-corona era, then on-contact biometric access control system is capable of  

non-face-to-face and automated technology, and is active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overseas markets such as the 
United States, Europe, and the Middle East. There are precautions that must be taken to reflect requirements such as 
cooperation between companies and approval of the US Food and Drug Admin is tration in developing IoT-based smart 
device customized sensors and securing H/W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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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디지털화된 정보들은 서버에 기록되고,
이를 개인이 데스크톱·노트북·스마트폰 등을 통해 
언제 어디에서나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면
서 개개인을 인증하는 보안기술의 수요가 높아지
고 있다.

개인 생체인증 기술이 비밀번호 분실, 대리 전자
서명, 불법 결제, 명의도용 등 내·외부의 위협에 끊
임없이 노출되어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다양하며, 강력한 보안성 및 편의성을 바탕으
로 소비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 이후 각종 산
업 분야로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도체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기존에 크고 값비
싼 생체인식 센서(지문인식 센서, 적외선 카메라 
등)는 저렴하고 고성능의 형태로 스마트 디바이스
에 부착되어 활용 가능하게 된다.

Ⅲ. 생체인식 기술의 세계 시장 동향

마켓스앤마켓스(MnM)에 따르면, 글로벌 생체인
식 시장은 2020년 366억 달러(41조 원)에서 연평균 
13.4% 성장하여 2025년 686억 달러(76조 9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여, 글로벌 시장 규모의 
상승 추세와 더불어 비접촉 방식의 생체인식 수요
가 증대되고 있다.

그림 1. 글로벌 생체인식 시장 전망(2020-2025)

현재는 지문인식 방식이 시장의 과반 이상을 차
지하지만, 차후에는 비접촉방식 점유율 증가 전망
되고 있고,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비대면, 비
접촉 서비스가 주를 이루면서 접촉식보다는 얼굴
인식과 같은 비접촉식 생체인식 기술이 높은 연평
균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에는, 보안성 강화와 더불어 예기치 못한 상
황에 대비한 혼합형 방식이 등장하여 비밀번호+생
체인식, 생체인식+홍채인식 등 생체인식을 포함한 
두 가지 이상의 기술을 적용하는 방식이 개발되는 
추세이다.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방역과 출입기록 관리가 
중요해지면서, 마스크를 쓴 사람의 얼굴을 구별하
고 체온까지 기록하는 통합근무관리 솔루션도 등
장하고 있다.

또한, 홍채인식은 콘텍트 렌즈나 안경을 착용하
더라도 인식이 가능하기에 안면인식이 갖는 단점
을 보완하여 차세대 방역 및 출입·통제 시스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외 ICT 업계의 얼굴·홍채·지문·음성 등 생
체인식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출시되고 있다.

비접촉방식의 생체인식 보안솔루션, 방역과 결합
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
고, 스마트폰의 확산, 모바일 신분증 시대의 개막
은 얼굴인식과 같은 비접촉 방식의 생체인식 분야
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주역이 될 것으로 전
망된다.

우리나라 코로나19 발생 초기, 안면인식 발열감
지 솔루션이 기존의 열화상 카메라 대비 정확하고 
신속한 발열감지 등의 장점으로 K-방역의 큰 축을 
차지하였으며, 발열 체크와 출입·통제 기능 앞세워 
방역용 통합 보안플랫폼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생체인식이 
탑재된 5G 기반 비대면 방역 로봇이 상용화되어 
비대면으로 다수의 얼굴을 인식하고 온도를 체크
하여 관제센터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
능하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목적으로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생체인식 기
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초저지연 네트워크가 구축
됨에 따라 범죄자의 신상 및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Ⅳ. 비접촉 출입통제 시스템 현황과 
글로벌 전망

비접촉 출입통제는 출입자가 인식 장치에 직접
적으로 접촉하지 않아도 출입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하며, 출입하는 사용자의 특별한 행위나 동작 없
이도 측정 대상으로부터 정보를 얻어 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위생
적이다. 이러한 비접촉 출입통제에 사용되는 인증
방식은 주로 생체인증이며, 그 중에서도 얼굴과 홍
채, 지정맥 등이다.

비접촉 출입통제 장비의 우리나라 도입 초기에
는 유럽이나 일본 기업이 국내 시장을 주도했지만,
현재는 기술력이나 제품 품질에서 우리나라 기업
이 중국과 경쟁하며 세계시장을 이끌고 있다.

실제로 국내의 한 업체는 순수 국내 제조기술로 
출입관리의 비대면과 자동화 기술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관리자의 별도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비대면 
방식으로 얼굴인식과 체온 측정까지 자동으로 진
행됨과 동시에 출입자의 체온과 출입기록이 서버
에 저장돼 사후 이력관리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
한, 우리나라 기업의 제품들이 글로벌 기업과 성능
은 동등하면서도 가격경쟁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받
으며, 미국과 유럽, 중동 등 해외시장에서 크게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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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하고 있다.

Ⅴ. 결  론

반도체 초미세 공정을 바탕으로, 생체센서 소형
화 및 IoT 기반 스마트 디바이스 맞춤형 센서를 
개발하여 생체정보의 정밀한 측정이 가능한 H/W
시스템 확보에 관련 기업 간의 긴밀한 협조가 요
구된다.

열화상 카메라는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를 모두 
감별할 수는 없으나,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다른 감염 예방 수칙과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
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단계적 비즈니스 재개가 이루어지는 지금 열화상 
카메라의 수요 증가는 한국 수출기업에 미국 진출
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 식약청(FDA)에서 체온 측정용 열화상 카메
라를 의료기기로 취급하고 화씨 기준 0.9도 내의 
정확도를 가질 것을 권장하며 수개월이 소요되는 
시판 전 허가를 요구하고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최근 무인화 열풍으로 키오스크 도입이 가속화
되는 가운데 일반 키오스크의 기능과 체온 측정 
및 다른 보안 기능을 함께 갖춘 제품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도 시장의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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