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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경향

2019. 11월 쯤 중국에서 발견되어
지금까지 전세계적으로 400만명의
사망자를 낸 COVID-19
사람들은 이 코로나-19를 더 이상

전파시키지 않기 위해 사회적 거
리두기를 실시해 사람들의 대면활
동이 대폭 감소하였고, 이로 소비
문화의 변화가 생겼다.



옆 차트를 보면 사람들이 밖에 나가
는 것을 그만두니 레저, 의복 등 야외
문화의 소비는 줄고 음식, 음식서비스
의 실내문화의 소비가 크게 늘어났다



코로나 19이전 부터 배달음식 주문방법이
점점 디지털로 주문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면서 국민의 약 2/5는 배달앱을 사용한다
고 할 정도로 배달앱 시장과 배달음식 사업
은 크게 발전하였다.



배달 음식의 소비가 많아지고 음식
을 가게 대신 배달해 주는 배달 대
행서비스들도 덩달아 발전하게 되
었다.



배달의 민족에서 직접 운영하
는 식료품마트 서비스 : B마트

최근에는 배달업체가 식료품
까지 대신 구매해서 배달해주
는 서비스도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배달의 민족에서
B마트라고 식료품을 대신 배
달해주어 마트 사업까지 영역
을 넓혀가고 있다.



미국에서는 음식배달업체 1위를 달리는
DoorDash가 슈퍼마트 체인점과 협업을
통해 식료품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처럼 음식 배달사업은 음식을 넘어 식
료품 배달 사업은 물론, 다른 택배사업까
지 넘보고 있어 성장세가 무시무시하다.



2-1 주소 문제점

배달 대행 서비스가 많아 지면서 배달원들의 임금 체불문제,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안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최근 배달 시스템 중 일반인들도 쉽게 배달 대행 업무에 참여
할 수 있는 '배민 커넥트', '쿠팡 이츠 배달 파트너' 등 쉽게 배달
업무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배달 어플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노출이 많아 지게 되었다.



본인이 실제로 '배민 커넥트'로
몇번 배달을 해보니 소비자의 집
주소를 쉽게 얻을 수 있었다. 또
한 배달이 끝난 이후로도 일부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집 주소를
특정 할 수 있었다. 

보안 정책에 따라 휴대폰 스크
린샷을 찍을 수 없으나, 배달 기
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다른 사
람이 이 주소를 충분히 알 수 있
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아주 적은 가능성이지만 배달원으로 위장한 강도가 진짜 배달
원의 배달지 주소를 해킹하여 집으로 들어가 사람과 재산의
피해를 입힐 수도 있고 이런 사소한 주소정보에 민감해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

위 사진에서 배달지 주소를 보면 가려놓은 정보만으로 어디
건물, 몇 호에 사는지 추정이 가능하다.
아파트는 몇 동 몇 호로 표현되기에 추정이 힘들지만 서울의

대부분은 원룸, 월세방의 구조이기에 건물이름과 몇 호 인지
만 알면 추정이 쉽다.



2-2 악용 문제점

또한 이용자들이 많아지면서 음식점의 매출이 어플 이용자의
리뷰에 좌지우지되었고 리뷰의 익명성을 악용하는 리뷰도
생겨났다.

요청 사항에 말도 안되는 요청사항과, 좋은 리뷰를 적겠다고
공짜로 음식을 달라하고, 배달온지 하루 지난 음식을 색깔이
이상하다고 전체 환불을 요구하는 등 익명성과 온라인이라는
특성을 이용해 점주에게 피해를 주는 블랙 컨슈머의
리뷰가 늘어나고 있다.



좋은 리뷰를 대가로 선넘
는 주문 요청 사항+(묶음
배송시 반품, 배달시간
계산)

새우 튀김이 배달 온지
하루나 지났는데 색깔 이
상하다며 환불 요구

소비자를 특정할 수
없는 어플의 단점을

이용함

점주들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



만약 : 
블록체인으로 소비자들의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외부
인이 알 수 없게 보호하고

어플 이용자들 중 악의적인 리뷰를 통해 점주들의 음식
점 평가를 깎아내려 피해를 받는 점주들을 보호함과 동
시에 소비자들은 음식점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얻어서
소비자는 음식에 대한 만족, 점주는 음식점에 대한 인정
과 및 매출 상승의 기회을 얻어서

새로운 배달 사업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면 달마다 성장
하고 있는 배달업계를 더욱 발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3-1 구체적 주요개선방안

1. 블록체인으로 소비자가 주소를 직접 관리가능 - 일반적으로
어플 회사에 주소를 저장해두지 않고 블록체인을 통해 소비자는
private key로 자신의 주소를 주소정보 노드에게 서명을 하고
주문을 검증받은뒤 배달원에게 확인 구문을 보내 자신의 주소를
볼 수 있게 함

2. 배달이 시작된 시간부터 배달이 종료될때 까지 배달원은
소비자의 주소의 액세스 권한을 가지다가 배달이 끝나면, 
소비자가 자신의 주소의 액세스 권한을 차단,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주소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음



배달 주문
+ 주소 오
픈 요청

소비자로
부터 받은
public key

소비자의 주소 공개 작업 : 
주문+주소공개를 소비자가 배달
원에게 보낸 public key로 검증

배달 확인
(소비자)

소비자의
Private 

key(서명)

배달원에게
소비자 주소

공개

소비자 주소
비공개

Private key로 소비자의 개인정보(주
소)를 비공개(또는 접근권한 삭제)



3-2 추가적 개선방안

3. 소비자는 리뷰를 적을 때 자신의 Private key로 인증한 Public 
Key로 적어야 하며 이 키로 다른사람에게 자신의 리뷰를
노출시킬지 말지 결정 가능하다.

4. 리뷰를 적으면 점주가 평가함에 따라 BD코인을 인센티브로
지급해 여러 업체에서 결제가 가능한 수단으로 만들어 BD코인
이코노미 환경을 만든다.

5. 이미 사용자가 많은 '배달의 민족'의 어플에 위의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시스템을 추가한다.



소비자
리뷰 작성

소비자의
Public key

후기 공개
+ 인센티브 코인
지급(소비자에게)

소비자
리뷰 작성

리뷰 작성 후 Public key 
이용하지 않으면 리뷰 공
개 X, 인센티브 X

BD 
코인

1. 서비스 요청 가능(정당한)
2. 배달원에게 배달료 결제 가능
3. 배달음식 결제 가능
4. 소비자가 음식점으로 직접 결제가

가능하기에 수수료 없음-à 소상공
인의 이득 증가

5. 이득증가로 인한 서비스 품질 향상
6. 소비자의 솔직한 리뷰를 통해 소비

자의 소비 판단에 도움

점주의 반응 (답글)
인센티브 또는 서비
스 지급(소비자에게)



4. 블록체인 매커니즘

개인이 관리하는 주소정보 측면으로



블록체인 주소보안

기존 방식

1. 소비자 주소정보는 배달 앱의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의
DataBase로부터 배달원에게 전달되어진다. 만약 앱 또는 서버가
해킹되면 소비자의 개인정보의 유출확률이 크다

배달앱 배달원

소비자 주소정보

소비자 주소정보가
배달앱 서버에
항상 저장되어
관리됨.

* 소비자 주소정보의 관리 주체가 배달앱 서비스업체



블록체인 주소보안

블록체인을 활용

배달앱

배달원

소비자 주소정보

* 소비자 주소정보의 관리 주체가 소비자 개인

소비자의 Privatekey
이용소비자

배달앱소비자 주소정보

배달 주문 후,
배달주소를 배달완료시간까지
오픈

배달원에게 배달이 시작 될 시, 소비자 주소가 오픈 되고,
배달이 완료되면 더 이상 해당 주소를 볼 수 없음.



블록체인 주소보안

블록체인을 활용
배달원

주소정보 운영노드에서
소비자의 private key에서의 서명 확인 후
배달앱에 주소정보 접근 허락(배달시간동안)

주소정보 운영노드

주소정보 DB

소비자 Privatekey

Public key

배달앱



블록체인 주소보안

어플
(독립노드)

소비자

주
소
정
보 운영노드

배달원의
어플

public key
생성 후 발송

public key 로
배달원 인증

Hash화 된 주소정보
를 해독후 주소 정보
공개(접근권한 부여)

hash화 한
주소정보

1

4

5

적정거리에 있는
배달원 선정

2

3



Block

주문자, 배달원 정보
(숫자로 된 ID)

주문 번호, 음식 정보, 주
문 시간, 배달 소요 시간

배달 경로, 배달료, 인센
티브



배달 관련 기록

소비자 주소 Hash

이전 배달기록(앞
의 배달) Hash

소비자의
public key

운영노드에서
Hash 해독

소비자 주소

Block #1

배달원



블록체인 활용 절차
1. 소비자가 배달음식을 주문, 어플은 소비자의 주소를 소비자의 Private key로 증명 후 새로
운 (배달확인+주소확인용) public key을 만든다. 소비자는 음식을 주문할 때 소비자의 주소를
Hash화 해서 서버로 보냄, 서버는 음식점과 소비자의 주소와 적정거리에 있는 배달원을 배달
을 배정한다. (예_Toy Problem 12xx 등등) (Private key는 0x001321~~~의 형식)

2. 배달원은 서버를 통해 음식점 주소를 확인하고, 배달원이 음식을 픽업 했을 때 소비자는 어
플을 통해 만들어진 public key 구문을 배달원에게 보내 주소 공개를 허가한다. 배달원은 구
문들을 이용해 배달원임을 인증하고 소비자의 주소에 접근한다.

3. 배달원이 배달을 완료 후 소비자는 배달음식을 확인하고 배달 확인 버튼을 누르면 배달이
종료되고, 이전 public key는 유효성이 없어져서(삭제 또는 변경) 주소로 접근이 불가하게 만
든다.

4. 오작동 방지를 위해 배달원은 배달완료할 때 배달 완료 사진과 확인용 구문을 통해 배달
완료를 인증한다.



소비자가 어플을 이
용해 배달음식 주문

어플은 주문자의 주
소를 Hash화 시켜
운영노드로 전송

소비자, 어플

서버가 소비자의 주
소의 Hash를 작업해

서 주소를 확정

서버는 해독화를 통
해 얻은 소비자의 주
소와 음식점 주소의

반경 측정

적정거리에 있는 배
달원에게 배달배정

서버 및 운영노드

배달원은 배달음식을 픽
업하러 가고 픽업이 완
료되면 이를 소비자에게

알림

배달원은 서버로부터 음
식점 주소와 주문 정보

를 받음

배달원

이 Hash주소는 하루
하루 매커니즘이 바
뀌어 Hash가 날마다

바뀌게 된다.



소비자는 배달주문와 서명
(Private key)으로 주문 검

증 후 배달원에게 어플에서
만든 public key를 보내 배

달원을 서버에 검증

배달원은 public key를
통해 서버로부터 배정받
은 배달원임을 검증받고
소비자의 주소정보를 알

게 됨
1. public key를 변경 및 삭제
해서 배달이 끝난 건에 대한

검증 작업을 하지 못하게 막는
다.

2. 배달이 완료되면 소비자는
코인으로 배달원에게 직접 배
달료를 지불, 이에 대한 검증

은 서버에 기록으로 대중이 알
수있게 공개

배달원은 배달완료를 누르고
소비자가 이를 직접 확인해서
배달확인를 누르면 두가지 업

무가 실시된다.

이때의 주소정보는 어플
에 저장되지 않으며, 픽
업완료 10분 뒤에는 일
부정보만 가려서 나오게
된다. 이 때 서버로 요청
해서 10분동안 다시 전
체주소를 볼 수 있다.



블록체인 인센티브 활용 절차

1-1. 소비자는 결제 수단을 BD코인으로 결제 가능, 초기에는 BD코인 결제 시 서버로부터 추가적인 인센티
브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BD코인 결제를 장려한다.
1-2. 이 때 BD코인으로 결제 시 음식점은 바로 수입을 코인으로 얻을 수 있다. 추가적 요청사항에 대한 인센
티브도 소비자가 음식점에 추가로 송금 가능하다.

2-1. 음식점주는 평이 좋은 배달원을 BD코인을 통해 직접 선택 가능함, 선택된 배달원은 음식점으로부터 인
센티브를 받는다.
2-2. 소비자도 평이 좋은 배달원을 BD코인을 통해 직접 선택 가능하다.

4-1. 소비자는 배달이 완료되면 BD코인으로 배달료를 결제 가능하다. 이때 배달성과에 따라 소비자는 추가
적인 배달원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BD코인으로 배달료 결제시 추가적인 인센티
브를 주어 BD코인 결제를 장려한다.

5-1. 소비자는 좋은 리뷰를 남긴다면 서버나, 음식점주로부터 BD코인 인센티브를 얻는다.
5-2. 소비자는 이용실적, 배달원은 배달 실적, 점주는 판매실적으로 평가 에어드랍형식으로 인센티브 지급
5-3. 배달원은 할증 거리에 따른 추가 코인 지급

0. BD코인을 주소 관리 노드(어플 관리 노드)가 마이닝을 통해 블럭체인을 걸때마
다 인센티브 코인 확보



구문과 계정정보를 이용해 소비
자를 특정한 후

축적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시스
템 악용 계정인지 확인

환불 요구에 대한 지속적 모
니터링을 통한 데이터 축적

별점 테러 후기에 점주들의
답글과 평가를 통해 데이터

축적

악용계정 제재
(Private key로 계정 유일성을 증명

하기에 새로운 계정 생성 불가)

블랙 컨슈머 제제 방법

블럭에는 배달기록이 있기에
주문자의 계정을 특정가능

각 계정에는 계정만이 가진
Private Key관련 구문이 있음

환불요구 기록, 후기는 블럭체인 특성상 사라지지 않음
나쁜 후기도 다른 소비자가 음식주문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이다.

제재 이후 그 계정은 점주들에게 공
개 되어 그 계정으로부터 주문받을
때마다 주의하라는 경고를 주어 악
용을 다시 못하게 하는 기능을 함



5-1. 기대 효과

1. 소비자의 주소를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관리

2. 직접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노출이 줄고, 주소정보의 보안이
강화된다.

3. 소비자의 리뷰를 노출하지 않고 개인적인 음식점 평가를 내려
나중에 음식점 선택에 도움이 되고(개인적, 메모의 기능), 노출된
리뷰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음식점을 선택할 수
있다.(실패한 음식점을 고를 확률이 적어진다.)



5-1 기대 효과

4. 소비자의 리뷰는 함부로 변경하지 못하고, Private key를
사용하기에 소비자를 특정할 수 있어, 악의적인 목적으로 작성한
리뷰의 제재를 쉽게 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음식점주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방지가능하다.

5. 리뷰 작성으로 얻은 BD코인은 다른 배달음식에 사용가능하고, 
배달료로도 사용가능하다. 특히 배달평이 좋은 배달원에게 배달을
맡길 수 있는 이점으로 활용가능하다.



5-1 기대 효과

6. 일반적으로 어플은 음식 대금을 바로바로 지급하지 못하지만
BD코인을 이용하면 음식점주분들께 코인으로 음식값을 즉시
지급할수 있기에 점주분들의 업무의 동기를 증진시킨다.

7. BD코인을 통해 점주에게도 인센티브를 주어 서비스를 추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정당한 서비스 요청 가능)



5-2 미래 사업

1. 외식 사업으로 발전

- 배달음식에 한정할 뿐만 아니라 어플을 이용해서 음식점을 BD코인을
이용해서 선 결제 예약을 해서 외식 사업의 새로운 문화 제시

예) 1. BD코인으로 선결제 예약시 특정 서비스 이용가능 또는 일부 음식
할인

2. No Show 일때 예약자는 일정 양의 코인만 회수가능, 점주는
BD코인을 No Show에 대한 보상으로 일정양의 코인을 받아 손실을 메꾸기
가능



5-2 미래 사업

2. 배달 음식 뿐만 아니라 택배서비스, 장보기 서비스를
추가, BD코인으로 즉각적인 보수 획득을 통한 업무자 장려 및
새로운 사업으로의 확장

예) 택배비, 장보기 서비스비를 BD코인을 통해 지불, 
택배기사,장보기 대리인은 코인을 받자마자 바로 현금화를 통해
돈이 쌓여간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어 업무 집중도 향상, 새로운
직업의 탄생



5-2 미래 사업

3. 운송수단의 발전 (Smart Car, Smart Drone)

--- 운송수단의 발전으로 배달원을 대체하는 운송수단, 자율주행
차와 자율비행 드론을 이용해서 배달해서 더 빠르고 안전하게
배달음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뿐만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주문이 단독으로
배달될 수 있고, 업주 입장에서는 배달원에게 주는 수수료가
절감될 수 있기에 이용하는 입장에서 상호이득이 될 수 있다.



출처 : 배달의민족 B마트 첫이용 솔직 후기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배달 못 받았다, 환불해달라"..공짜 음식 먹는 '쿠팡거지' 
논란 (daum.net)

"리뷰 잘 쓸테니 초밥 4개 더···" 리뷰 갑질·별점 테러, 정부
가 막는다 (khan.co.kr) – 초밥 갑질

사진 출처

https://youtu.be/Xu-lpp4HS1M - 새우튀김 갑질(유튜브
뉴스데스크)

https://blog.naver.com/synee621/222049477663
https://news.v.daum.net/v/20210326114305568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7111314001&code=920100
https://youtu.be/Xu-lpp4HS1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