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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성범죄 예방 어플리케이션을 제안하고자 한다. 여성 1인 가구의 현황, 김해시의
범죄 현황, 기존의 성범죄 어플리케이션을 분석한 뒤, 단독 거주하는 20~30대 여성 15명을 대상으로 문화적 조사
(Cultural Probes), 맥락적 탐구(Contexture Inquiry) 등의 사용자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예비 사용자들
의 행동 패턴, 특징을 상세히 수집하여 퍼소나 제작 후 어플리케이션 프로토타입을 제작해 최종적으로 사용자 평가를 
진행하였고, 서비스 디자인 도구를 활용한 사용자 조사를 통해 얻은 인사이트는 어플리케이션 제작시 사용자 만족도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용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산출물인 성범죄 예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심화 발전시켜, 1인 가구 여성에 대한 성범죄 예방을 위한 실제 제작 산출물을 제안하고 상용화를 진행
하는 것이 후속 연구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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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

Abstract  This study proposes a sex crime prevention application for single female households. After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single-person households, crime status in Gimhae, and existing sex 
crime applications, 15 women in their 20s and 30s living alone were surveyed by users, including 
cultural probes and contextual inquiry. Insight obtained through user research using the service design 
tool confirmed that it has a positive effect on user satisfaction in the production of the applic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usability assessment, it is a follow-up research task to propose and 
commercialize actual production outputs for the prevention of sex crimes against single-person 
household women by further developing the sex crime prevention mobile applications that are the 
output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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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최근 비혼·독신주의 문화가 확대되며 1인 가구가 늘어

나면서 여성 1인 가구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1]. 여
성가족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9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살인, 
강도의 피해자는 줄었지만 성폭력 피해자는 2007년은 
12,718명, 2017년은 29,272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
다. 또 지난 2017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여성이 2만
9272명, 남성이 1,778명으로 여성 피해자가 남성 피해
자보다 16배가 더 많았다. 그 중의 여성 성폭력 피해자는 
21~30세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다. 현재 여성을 대
상으로 한 범죄를 줄이기 위해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택시 안심 알리미’, ‘안심 택배함’과 같은 정책을 실시하
고 있지만, 범죄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성범죄를 예
방하기 위해 휴대성과 편리성이 높은 스마트폰 어플리케
이션을 제안하고자 한다.

1.2 연구방법
여성 1인 가구의 현황을 파악하고 사용자의 니즈

(needs)를 도출하기 위해 기존의 범죄 예방 어플리케이
션을 분석하고 서비스디자인의 방법론 중 문화적 조사
(Cultural probes)와 맥락적 탐구(Contextual inquiry)
를 이용하여 사용자조사를 실시하였다.

Fig. 1. Process of study

2. 이론적 배경 

2.1 여성 1인 가구 현황
2019년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

면 2019년 기준 여성 1인 가구는 291만4천 가구로 우리
나라 전체 1인 가구 중 49.3%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 
대비 161만 가구(128.7%), 작년 대비 7만1천 가구
(2.5%) 증가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
성이 남성보다 사회 안전에 대해 불안하다 느끼고 있었
고 그 이유로는 범죄 발생을 꼽았다[2].

2.2 경남 김해시 성범죄 현황
2018년 경상남도 내 경찰서별 5대 강력범죄(살인, 강

도, 성폭력, 절도, 폭력) 발생 현황 자료를 토대로 지역별 
범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김해가 도내에서 인구 1
만 명당 5대 강력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3]. 도내 전체 5대 강력범죄는 매년 감소하고 있
지만, 성폭력 범죄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김해 중부서의 
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살인, 강도, 절도의 범죄율은 줄어
들었지만, 성범죄는 2018년에는 114건으로 2017년에 비
해 20건 감소하였지만 2015년에 비해 증가하였다[4]. 이
에 연구자는 거주 지역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Table 1 은 2015년부터 2018년
까지 경상남도 내의 범죄관련 통계자료를 정리한 표이다.

(Division) 2015 2016 2017 2018

Murder 6 6 5 6

Mugger 14 4 7 7

Rape, Molest 108 97 134 114

Theft 1,800 1,458 1,505 1,703

Violence 2,196 2,207 2,039 1,211

Unit : (case)

Table 1. Occurrence of a Crime

2.3 범죄 예방 어플리케이션 사례
2.3.1 성범죄자 알림e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자의 범죄 전과, 전자장치 

부착 여부, 사진, 이름, 거주지와 같은 신상정보를 공개하
여 성범죄자의 재범, 2차, 3차 피해를 방지하는 목적이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다[5]. 검색을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지만 검색할 때마다 I-PIN, 주민등
록번호, 휴대폰 중 하나의 방법으로 본인인증 과정을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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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야 해서 번거롭다는 문제점이 있다. 공개되는 범죄자
의 사진의 크기도 작고 흐릿하여 거리에서 범죄자를 마
주쳐도 동일인임을 알아내기가 어렵다. 또한 범죄자의 실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지만, 범죄자가 거주지를 거짓으로 
등록하는 경우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6]. Fig. 2는 ‘성
범죄자 알림e 어플리케이션 화면이다.

Fig. 2. Sex Offender Notification Application

2.3.2 생활안전지도
‘생활안전지도’는 국민 개개인이 본인의 거주지 주변 

위험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범죄가 많이 발생한 지
역, 범죄율이 높은 지역과 같은 위험정보를 제공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이다[7]. 이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치안 사고 
발생 현황 중 성폭력이 발생했던 구간과 새벽, 저녁, 밤, 
심야 시간대별로 안전 녹색 길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나의 위치가 설정되지 않아 직접 지도에서 찾아 선
택해야 한다는 것과 안전지도가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
아 처음 가보는 지역, 잘 알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사용하
기가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다. Fig. 3은 ‘생활안전지도’ 
어플리케이션 화면이다.

Fig. 3. Safe Map Application

2.3.3 112-긴급신고
‘112-긴급신고’는 개인 정보를 등록한 후에 긴급한 상

황에 신고, 출동 요청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다. 긴
급 문자신고, 긴급 전화신고, 문자신고, 가까운 경찰서 위
치 검색, Fake Call, 경보음, 플래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화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버튼을 누르면 인적사항과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지만, 단축키로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 아이폰의 
경우에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위급 상황에 꼭 어플리
케이션을 실행시켜야 신고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Fig. 4는 ‘112-긴급신고’ 어플리케이션 화면이다.

Fig. 4. 112-Emergency Report Application

3. 사용자 조사 

3.1 사용자 조사 목적 및 범위
예비 사용자들의 생활패턴과 어떤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는지 조사하여 나온 결과들을 여성 1인 가구 성범죄 
예방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자 조
사를 실시하였다. 여성 성폭력 피해자가 21~30세가 가
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경남 김해시
에 거주하고 있는 20~30대 여성 1인 가구 15명에게 문화
적 조사(Cultural Probes)를 실시하였고, 그 중 5명에게 
맥락적 탐구(Contextual Inquiry)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3.2 문화적 조사(Cultural Probes)
문화적 조사(Cultural Probes)란 사용자 참여를 원칙

으로 정보를 모으는 것이며 참여자들에게 탐구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서비스 방향을 도출하는데 풍성
하고 매력적인 자료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다[8]. 본 연
구에서는 타겟 유저층인 20~30대 여성 15명에게 개인
의 실제 생활에 대한 통찰을 얻기 위해 지도와 질문이 있
는 프로브패키지를 제공하였다. 간단한 스크립트와 지시
문을 통해 본인이 주로 활동하는 시간대, 출·퇴근 시간, 
거주형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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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인적이 드문 곳과 어두운 골목을 걸어갈 때가 가장 
위험하고 무섭다고 느꼈다.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는 곳을 
지나갈 때는 친구와 통화를 하거나, 노래 듣기 등 휴대폰
을 사용하며 걸어갔고 호신용품의 종류는 잘 알고 있다 
하였지만 가지고 다니기 번거로워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Fig. 5-1 부터 Fig. 5-4 은 15명 대상자에게 
진행한 문화적 조사의 응답지 예시 중 일부 이미지이다.

 

Fig. 5-1. Response Sheets of Cultural Probes 

Fig. 5-2. Response Sheets of Cultural Probes 

Fig. 5-3. Response Sheets of Cultural Probes 

Fig. 5-4. Response Sheets of Cultural Probes

3.3 맥락적 탐구(Contexual inquiry)
맥락적 탐구(Contextual Inquiry)란 서비스 과정 중 

특정 상황, 맥락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여 인터뷰 대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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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을 관찰하는 방법이다[9].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추상적으로 요약해 말하는데, 맥락적 탐구는 그 
행동에 대해 세 한 부분까지 알아낼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문화적 조사(Cultural Probes)를 실시한 15명 중 
5명을 선정하여 그들의 집 안, 평소 위험하다고 생각하던 
길, 범죄에 대한 경험, 대응 방법과 같은 정보를 얻기 위
해 각각의 자취방과 평소 자주 다니던 길, 혼자 다니기 
무서웠던 길 들을 둘러보며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주요 질문과 답변 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인터뷰 대상자들의 주거지 선택 시 고려사항은, 본인

이 재학중인 대학교와 가까울수록 좋다고 하였고, 도보로 
다녀야 하는 길이 밝고 가로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인지를 확인한다고 하였다. 또 
집안에 방범 장치가 잘 설치되어 있는지를 주로 확인한
다고 하였다. 또 “본인은 어떤 범죄에 가장 노출되어 있
다고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는 “여성이다 보니 아무
래도 성범죄에 가장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혼자 사
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들이 뉴스나 기사에서도 많
이 나오고 현재 성범죄자들이 ‘전자발찌’를 하고 있지만,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갔다가 다시 잡혔다는 기사도 많이 
접하였고 범죄자들이 바지로 가리면 이 사람이 성범죄자
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서 걱정되고 무섭다.”라고 답하
였다. 또한, 대다수의 인터뷰 대상자는 골목길에서는 내 
뒤에서 걷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도 경계하게 된
다고 하였다. 그리고 늦은 밤 혼자 길을 걸을 때 무서움
을 느끼면 주로 휴대폰으로 노래를 듣거나, 친구와 통화
를 하며 빠른 걸음으로 길을 지난다고 하였다. 호신용품
에 관한 질문에는 호루라기를 사용해본 적이 있지만, 생
각보다 소리가 작아 별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고 가방에
서 찾아 꺼내는 게 힘들었다고 답하였다. 기존의 호루라
기, 전기 충격기, 삼단봉 같은 호신용품들이 평상시에 자
주 사용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구매해서 들고 다니
기가 부담스럽다고 답하며 휴대폰은 항상 들고 다니니 
음향조절 버튼을 누르면 지인들에게 연락이 가게 하거나,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나게 하는 등의 기능을 장착하여 
위험한 상황에서 빠르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
겠다는 의견을 주었다. 또 인터뷰 대상자 중 한명은 ‘성범
죄 알림e’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지만, 범
죄자가 허위로 주소를 등록해놓는다는 기사를 접한 뒤에
는 신뢰성이 떨어지고 어플리케이션에 등록된 사진을 봐
도, 실제로 길에서 대면했을 시 동일인인지 구별이 잘 가
지 않기에 범죄자를 피하고 성범죄를 예방하는 데엔 별
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급할 

때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 범죄자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
를 파악하면, 해당 장소는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으면 한다고 답하였
다. 인터뷰를 종합해 본 결과, 여성 1인 거주자들은 이동 
시에 주로 도보, 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
하였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기를 원했다. 기존 
호신용품들은 사용하기에 매우 번거로워 잘 사용하지 않
았고, 작고 휴대성이 높은 대신 효과는 높은 것이 실제 
현장에서는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Fig. 6. Images from Contextual Inqui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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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퍼소나(Persona)
퍼소나란 특정한 상황, 환경 속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

인가에 대한 예측을 위해 사용자 자료를 바탕으로 제품
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만한 사용자 유형을 대표하는 가
상의 인물이다[10]. 현장 연구와 실제 사용자들로부터 얻
는 정보를 바탕으로 설정된 퍼소나는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켜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하여, 적절한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11].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조사(Cultural probes)와 맥락
적 조사(Contextual inquiry)로 예비 사용자들의 행동 
패턴과 특징을 조사하여 2명의 퍼소나를 설정하였다. 2
명의 퍼소나는 야간 시간 아르바이트와 술 약 속 때문에 
주로 심야 시간에 이동이 잦아 범죄 위험에 노출된 1인 
가구 여성으로 설정하였고, Fig. 7은 Persona 1에 대한 
정리표, Fig. 8은 Persona 2에 대한 정리표이다.

 

Fig. 7. Persona 1

  

Fig. 8. Persona 2

  

4. 서비스 제안 

4.1 어플리케이션의 기능 제안

Features

 Report the safe way not to commit a crime

 Location of a criminal

 Identification of a criminal’s residence

 Emergency report

Table 2. Application Features

4.2 I.A. 구축 및 Wire Frame
문화적 조사(Cultural probes)와 맥락적 탐구

(Contextual inquiry)를 통해 얻은 인사이트를 종합하
고, 가상의 퍼소나를 설정한 후, 대상자의 관점에서 제안
한 각 기능은 다음과 같다. 범죄가 일어나지 않은 안전한 
길 알려주기, 내 주변의 성범죄자 유무 파악, 성범죄자의 거
주지 알려주기, 위급한 상황 전화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신고
하기 버튼을 중심으로 I.A.(Information Architecture)와 
Wire frame을 설계하였다. 설계한 어플리케이션 구조는 
Fig. 9, Fig. 10 과 같다.

4.3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Fig. 11은 본 연구를 기반으로 디자인된 모바일 어플

리케이션 UI 디자인 결과물이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믿고 거르는 걸음’의 뜻을 축약하여 ‘믿·걸·음’이라는 가
제를 붙여 표현하였다. 사용자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 
주요색은 민트 컬러를 적용하였고 포인트 컬러는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 레드 컬러를 적용하여 어플리케이션
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였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아이
콘은 안전한 길을 찾아 안내해주는 특징을 나타내고자 
발자국 모양과 위치 표시 심볼을 합성하여 제작했다. 아
래의 Fig. 12, Fig. 13, Fig. 14, Fig. 15는 본 어플리케
이션의 주요 기능을 나타낸다. 각 기능은 사용자가 목적
지까지 길 찾기를 실행 시, ‘범죄가 일어나지 않은 안전한 
길 안내’, ‘성범죄자의 위치 표시’, ‘거주지 표시’, 위급한 
상황 발생 시에 전화 대신 사용할 수 있는 ‘SOS 기능’의 
화면 및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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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Information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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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Wireframe for Mobile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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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Mobile Application UI Design

Fig. 12. Wayfinding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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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Emergency Report Screen

Fig. 14. Location of a Criminal

 

Fig. 15. Identification of a Criminal’s Residence

5. 사용성 평가 

5.1 사용성 평가 목적 및 범위 
사용성 평가는 인터페이스의 사용성을 향상시키기 위

한 경험적 증거를 찾는 방법[12]으로 유저들이 어플리케
이션을 사용하는 패턴을 관찰하면서 그들이 좋아하고 싫
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사용하기 쉬운 디자인은 무엇인
지,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지를 밝혀내
어 더 나은 서비스를 제작하기 위한 단서를 찾아내는 과
정이다. 또한 사용성 평가는 의견이 아닌 행동을 조사하
는 것으로, 각 디자인 단계마다 유저들이 작업을 수행할 
시, 어려움을 겪지 않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므로 대규모 
사용자 통계수집이 아닌 질적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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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바람직하다[13]. 또,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실제 제
작물을 보기 전까지는 디자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14]. 사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프로토타입을 제작해 
본 연구에서는 20대 초중반 6명, 20대 후반 2명, 30대 이
상 2명, 총 10명을 대상으로 사용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Fig. 16. User test Progress

5.2 사용성 평가
사용자 조사를 통해 얻은 인사이트를 중심으로 디자인 

방향을 설정하고 프로토타입 제작 후 사용성 평가를 진
행하였다. 사용성 평가의 설문 항목은 Table 3 과 같다. 

way
finding

Q1 Are the path finding steps properly configured?

Q2 Are each menu name appropriate for using the 
function?

Report

Q3 Are the reporting steps properly organized?

Q4 Are each menu name appropriate for using the 
function?

Q5 Were you able to easily find and press the report 
button (assuming an emergency)?

Q6
In case of emergency reporting, waiting times are 

created for the cancellation function, so what do you 
think is appropriate for waiting times?

Identi-
fying 

criminal 
informa-

tion, 
location

Q7 Are each menu name appropriate for using the 
function?

Q8 Do you think the location of criminals will help when 
walking at night?

Q9 When checking a criminal’s personal information, was 
the information available at a glance?

Q10 When checking a criminal’s personal information, is 
the photo size appropriate?

Q11
Would you like to click on the criminal’s picture one 
more time and take a closer look at the picture as 

steps are added?

all
over

Q12 What is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using the 
application?

Q13 Is the application expected to be suitable as mobile 
application services for crime?

Table 3. Questionnaire List for Usability Test 

사용성 평가의 답변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사용성 
평가 진행 결과, 각 기능의 단계 및 절차는 적절하게 구
성되어 있다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고, 응답자들은 메뉴명 
또한 기능을 사용하는 데 적합하다고 답하였다. 성범죄자
의 정보 확인 단계에서는 기존의 ‘성범죄자 알림e‘ 어플
리케이션의 경우 사진의 크기가 작아 거리에서 범죄자를 
마주쳐도 알아볼 수가 없기에 범죄자의 사진은 한 번 더 
클릭하는 단계가 생기더라도 자세히 보기를 원하는 응답
자가 90%에 달했다. 또한,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범죄
가 일어나지 않은 길로 안내를 해주는 것이 밤길을 걸을 
때 안심이 된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얻었다. 그러나 긴
급 상황에 신고 버튼 찾는 것이 다소 어렵다는 의견이 있
어, 신고 버튼 부분을 보완하여 최종 디자인을 산출하고
자 한다. 사용자 조사 시, 문화적 조사(Cultural Probes)
와 맥락적 탐구(Contextual Inquiry) 등의 인류학적 사
용자 조사 방법을 통해 도출한 인사이트는 어플리케이션 
제작 시 사용자 만족도 상승에 큰 역할을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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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ly
disagre

e
Disagree Neutral Agree Strongly

agree

way
finding

Q1 - - - 40% 60%

Q2 - - - 30% 70%

Report

Q3 - - 10% 50% 40%

Q4 - - - 70% 30%

Q5 - 10% 10% 50% 30%

Q6

A
second

-

2 seconds

-

3
seconds

70%

4
seconds

10%

5
seconds

20%

Identi-
fying 

criminal 
informa-

tion, 
location

Q7 - - - 50% 50%

Q8 - 10% - 30% 60%

Q9 - - 10% 50% 40%

Q
10

Too
small

-

Small

-

Proper

90%

Big

10%

Too
big

-

Q
11

Yes
90%

No
10% -

all over

Q
12

Very
dissatisf

i-ed

-

dissatisf
-ied

-

so so

-

satisfied

50%

Very
satisfied

50%

Q
13 - - - 30% 70%

Table 4. Answer of Usability Test 

6. 결론 

6.1 결론
본 연구는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제작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1
인 가구 및 범죄 현황을 파악하고, 기존의 범죄 예방 어
플리케이션의 사례조사를 실시한 후 예비 사용자들이 필
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문화적 조사
(Cultural Probes)와 맥락적 탐구(Contextual Inquiry)
를 이용하여 사용자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자인 여
성 1인 거주자들은 원룸과 같은 다가구주택에 거주하고 
있었고, 주로 도보‧버스‧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였
다. 이들은 출·귀가 시에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기
를 원했다. 그러나 호신용품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사용 횟수가 적고 번거로워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였다. 사용자 조사 결과를 종
합하여 사용자들의 행동 패턴과 특징을 퍼소나로 설정 
후 1. 범죄가 일어나지 않은 안전한 길 알려주기 2. 내 
주변의 성범죄자 유무 파악 3. 성범죄자의 거주지 확인 

4. 위급한 상황 전화대신의 신고하기의 4가지 기능을 중
점으로 정보구조도(Information Architecture)및 와이
어프레임(Wireframe) 구축 후 디자인 방향을 설정하였
다. 그 후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여 사용성 평가를 진행하
였다. 사용성 평가의 평가자들은 서비스를 난생 처음 사
용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초보자의 입장에서만 서비스를 
점검할 수밖에 없어 보다 정확하고 쉽게 서비스의 문제
점을 발견할 수 있다[15]. 사용성 평가 결과, 안전한 길 
알려주기, 내 주변의 성범죄자 유무 파악, 성범죄자의 거
주지 확인, 위급한 상황 시 신고하기의 4가지 기능의 단
계는 적절하게 구성되었고, 각 메뉴명도 기능을 사용하는
데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에 신고버튼은 긴급 
상황에서 한 번에 찾아 누르는 것이 다소 어렵다는 의견
이 있었다. 또, 범죄자의 사진은 한번 더 클릭하는 과정이 
생기더라도 큰 사진으로 정확하게 보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범죄가 일어나지 않은 안전한 길로 안내
해주는 것이 밤길을 혼자 걸을 때 안심이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추후, 사용자 평가를 통해 발견한 추가사항과 문
제점을 보완하여 추후 개선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산
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사용자 조사를 
통해 얻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기
능에 범죄자의 실시간 위치 파악 기능을 추가하였으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특정 범죄자의 위치, 이동 
경로 탐지와 같은 수신 자료는 법무부 소속기관인 위치
추적 중앙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고, 범죄자의 인권 보
호로 인해 일반 시민들이 확인할 수 없기에, 본 연구자가 
제안한 기능이 당장에 실현되기는 어렵다는 상용화에의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서비스 디
자인 도구를 활용한 사용자 조사를 통해 어플리케이션 
개선 방향을 도출하여, 사용성 평가에서도 긍정적인 피드
백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사용자 조사 및 사용성 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산출물인 성범죄 예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심화 발전
시켜, 1인 가구 여성에 대한 성범죄 예방을 위한 실제 제
작 산출물을 제안하고 상용화를 진행하는 것이 후속 연
구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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