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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택배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모바일 웹앱 환경의 급격한 발달 및 택배물량이 증가하면서 택배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택배서비스 이용시 피해 발생시 책임소재 입증불가 및 책임회피의 문제점이 대두되었고, 택배기사를 사칭한 각종 여성 범

죄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택배정보 및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을 저장 및 인식할 

수 있는 안심택배 관리 시스템을 연구하고 설계하였다.

키워드: 택배관리(delivery management), 안심택배(safety delivery)

I. 서 론

국내 택배산업의 시장규모는 TV 홈쇼핑 및 모바일 전자상거래의 

발전 등에 힘입어 2013년에는 2012년 3.52조 원보다 약 6% 성장한 

3.7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1]. 택배물량의 증가와 많은 사람

이 이용하다 보니 그만큼 여성 범죄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

만, 택배 서비스 피해 발생시 절차가 복잡하고 증거 자료 부족으로 

인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며, 한국 소비자원의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대한 인식부족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2013년 초부터 서울시에서는 1인 가구 여성을 위한 여성안심택

배서비스 시행 5개월 만에 누적 이용건수가 6만건을 돌파했고, 홈방

범서비스 이용자는 시행 200일 만에 2235명을 넘었다[2]. 또한, 
성남시는 택배기사를 사칭한 각종 범죄 예방과 단독주택지역의 맞

벌이 가정, 1인 가구 등을 위해 2013년 11월부터 '행복안심 무인택

배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3].
행복안심 무인택배는 시민이 택배 신청 때 무인택배보관함이 설

치된 장소를 물품 수령장소로 지정하면, 물품을 대신 수령해 주는 

서비스다. 물품이 도착하면 무인택배 관제센터에서 해당 물품 배송

일시와 인증번호를 수령자의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해 준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택배정보 및 위치정보를 확인

하고 음성을 저장 및 인식하여 안심택배 관리 시스템을 연구하고 

제안하였다.

II. 시스템 제안 서비스

2.1 설계환경

시스템의 설계환경은 Intel(R) Core(TM)2 Quad CPU 2.4GHz, 
4GB 메모리, 2Tera 하드디스크상에서 Java Platform (JDK) 7u45, 
ADT (Android Developer Tools)용 개발툴을 사용하여 Android 
4.2에 맞추었다.

2.2 모바일 앱 UI 설계

그림 1에서는 남성 음성 버튼을 클릭하면 “집에 혼자 있을 때, 
택시 안에서, 집에 혼자 갈 때, 택배 수령 시, 거절하기” 버튼이 

있고, 상세 상황별로 녹음된 목소리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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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음성 녹음 UI 설계

 
그림 2에서는 그림 1에서 녹음된 음성과 기존에 녹음된 음성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그림 3과 같이 택배위치 및 

택배기사 정보를 확인하여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림 2. 음성 비교 분석 UI 설계

 
택배는 핸드폰번호, 이름, 회사정보, 위치(글 형식)만 알 수 있도

록 해놓기 때문에 택배를 받을 때 택배 기사 프로필을 자세히 알 

수 있으며, 도착하였을 때 택배를 위장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그림 3. 택배 위치 및 택배기사 정보 UI 설계

 

III. 결 론

여성안심택배는 낯선 사람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거주지 인근지

역에 설치된 무인택배보관함을 통해 택배 물품을 수령하는 서비스

로 혼자 살고 있어 문을 열어 줄때 불안감을 느끼고, 바쁜 직장생활

로 택배 수령이 여려운 여성을 위한 안심택배 서비스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여성의 안심택배 서비스가 가능하도 고객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향후 연구방향으로는 택배 운

송장에서 발신자 정보와 수신자 정보를 암호화 및 코드화 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방법의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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