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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월 넷째 주

1) "전자거래 분쟁 4건중 1건, 중고나라·번개장터서 발생"

노웅래 과방위원장 "중고거래 플랫폼 소비자 보호체계 구축 시급"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올해 온라인 쇼핑 구매자와 판매자간 

분쟁 약 4건 중 1건이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와 '번개장터'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이 한국인터넷진

흥원(KISA)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자문서·

전자거래 분쟁조정 관련 접수 건수는 1천506건에 달했다.

사이트별로는 국내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가 246건으로 전체

의 16.3%를 차지했다.

또 다른 중고거래 플랫폼인 번개장터는 130건으로 8.6%를 기록했다.

중고거래 플랫폼이 전체 전자거래 분쟁의 25%에 달한 것이다.

다음으로 카카오스토리와 11번가가 각각 31건(2.1%)이었으며, 쿠팡이 29

건(1.9%)으로 뒤를 이었다.

미국 페이스북과 네이버카페는 각각 18건(1.2%), 미국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옥션과 지마켓은 각 17건(1.1%), 인터파크는 15건(1%)으로 조

사됐다.



인터넷 중고거래(PG)

[제작 이태호]

분쟁 접수 사유 중에서는 반품·환불이 88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분쟁 건의 58.6%로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이어 물품하자 13.1%(198건), 계약조건 변경·불이행 10%(152건), 배송 

8.3%(125건) 순이었다.

그러나 중고나라의 경우 물품하자가 32.9%(81건)로 반품·환불 41%(101

건)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하자가 많은 중고 물품이 많이 거래됐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중고거래 플랫폼에 대해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웅래 위원장은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중고거래사이트의 개인 간 거

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플랫폼 운영자의 역할과 책임을 부

여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과 중고거래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체계 구

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2018.10.23.(화)

https://www.yna.co.kr/view/AKR20181022159200017?input=1195m



2) '아시아 스팸대응 협의체' 출범..KISA 주축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국내로 유입되는 국외 불법스팸에 적극 대응

하기 위해 호주·일본·뉴질랜드·대만 등과 함께 ‘아시아스팸대응협

의체(UCENet Asia-Pacific)’를 신설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성인, 불법의약품, 사기성 광고 등 국외 불법스팸이 아시아 지역 

내 대량으로 유통되면서 각국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

에, 실시간 차단이나 발송자 이용제한 등 신속한 국제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KISA는 지난 8일 열린 회의에서 아시아스팸대응협의체 의장을 맡아 협

력을 논의해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아시아 국가 간 원스톱 연락체계를 

구성하여 신종스팸 및 각종 사이버 사기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협의체는 각국에서 수집한 불법스팸 데이터들을 회원국과 공유하고, 불

법스팸 국외 발송자에 대한 이용제한 조치를 하는 등 긴밀한 상호 협

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석환 KISA 원장은 “아시아스팸대응협의체를 통해 불법스팸 차단에 

대한 실효성 있고 체계적 국제공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KISA는 한국으로 수신되는 국외 불법스팸을 감축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운 기자

출처 2018.10.26.(금)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3112726619376856&media

CodeNo=257&OutLnkChk=Y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3112726619376856&mediaCodeNo=257&OutLnkChk=Y


2 해외 동향자료

1. 10월 넷째 주

1) Tim Cook blasts 'weaponisation' of personal data and
praises GDPR

Apple chief executive Tim Cook has demanded a tough new US data 

protection law, in an unusual speech in Europe.

Referring to the misuse of "deeply personal" data, he said it was 

being "weaponised against us with military efficiency".

"We shouldn't sugar-coat the consequences," he added. "This is 

surveillance."

The strongly-worded speech presented a striking defence of user 

privacy rights from a tech firm's chief executive.

Mr Cook also praised the EU's new data protection regulation,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The new law came into force in May.

Mr Cook's speech was made in Brussels,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Data Protection and Privacy Commissioners.

Facebook's Zuckerberg fires back at Apple's Tim Cook

Apple's Tim Cook keeps nephew off social media

Tim Cook: Leadership tips from Apple's chief executive

The Apple boss described in some detail what he called the "data 

industrial complex", noting that billions of dollars were traded on the 

basis of people's "likes and dislikes", "wishes and fears" or "hopes 

and dreams" - the kind of data points tracked by tech firms and 

advertisers.

He warned that the situation "should make us very uncomfortable, it 

should unsettle us".



And the trade in personal data served only to enrich the companies 

that collect it, he added.

Mr Cook went on to commend the EU's GDPR, which places stricter 

rules on how personal data is handled by businesses and organisations.

'Follow EU's lead'

"This year, you've shown the world that good policy and political will 

can come together to protect the rights of everyone," he said.

"It is time for the rest of the world, including my home country, to 

follow your lead.

"We at Apple are in full support of a comprehensive federal privacy 

law in the United States."

The remark was met with applause from the conference audience.

"I think it is striking that he's saying this," said Jim Killock, director 

of the Open Rights Group.

"It's the kind of thing you normally hear from civil society 

organisations."

Mr Killock told the BBC that he thought the call for a US privacy law 

was "extremely important".

He also suggested that Mr Cook may have been motivated by 

commercial interests.

"US companies are losing trust and without that trust they cannot 

make the digital economy function as well as it should," said Mr 

Killock, referring to the negative public reaction surrounding data 

breaches and cases of data misuse.

However, Prof Mark Elliot at Manchester University argued Mr Cook 

did not go far enough.



"The implication of fully functioning privacy in a digital democracy is 

that individuals would control and manage their own data and 

organisations would have to request access to that data rather than 

the other way round," he said.

Apple has long been committed to privacy protection.

The firm was famously locked in a dispute with the FBI over the fact 

that it would not help the bureau access data on the phone of a dead 

gunman who was involved in the San Bernardino shooting in 2015.

Mark Zuckerberg and Sundar Pichai, chief executives of Facebook and 

Google, will also appear at the conference later this week in the form 

of pre-recorded video messages.

팀 쿡 (Tim Cook)은 개인 정보의 ‘무기화’를 폭로하고 GDPR을

칭찬한다.

애플의 CEO 인 쿡 (Tim Cook)은 유럽의 특이한 연설에서 힘든

새로운 미국 데이터 보호법을 요구했다.

쿡 장관은 EU의 새로운 데이터 보호 규정인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올해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책과 정치적

의지가 합쳐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미국 기업들은 신뢰를 잃어 가고 있으며, 신뢰가 없다면 디지털

경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 할 수 없다"고 Killock은 데이터 유출과

데이터 오용 사례를 둘러싼 부정적인 대중 반응을 언급하면서

말했다.
맨체스터 대학의 Mark Elliot 교수는 "디지털 민주주의에서 

개인 정보가 완전하게 기능한다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데이

터를 통제하고 관리 할 수 있다는 것" 이라고 말했다.

출처 2018.10.24.(수)

https://www.bbc.com/news/technology-45963935



2) Mobile Network Operator EE UK Sees Surge in IPv6

Deployment

The latest batch of IPv6 network operator measurements has revealed 

that take-up of the “new” internet protocol (IP) addressing standard 

has sky-rocketed on EE (AS12576) since September 2018, going from 

a deployment percentage of 10% to 28.05% over several short weeks.

At present many mobile operators and fixed line broadband ISPs still 

make use of the old IPv4 standard and often adopt a form of CGNAT 

(IP address sharing) in order to make those addresses last longer, 

which is partly because new IPv4s are no longer being distributed by 

the registry (they’ve run out). Without an IP address you wouldn’t 

be able to identify your connection online or use other internet 

services.

However EE and parent BT have both been busy deploying the 

replacement standard – IPv6 – at scale alongside their existing IPv4 
network(s) since around 2016 (details). As a result it’s now estimated 

that IPv6 deployment has reached 45.64% of BT’s network and in 

the past month EE has also shot up to 28.05% (partly due to Apple’s 

iOS 12 update adding IPv6 to cellular data).

The change is noteworthy because EE is both the largest mobile 

network operator in the United Kingdom (29.6 million customers) and 

they’re also the largest operator of 4G (Mobile Broadband) services 

in Europe. As a result of this change EE is now ranked 55th in the 

world for IPv6 deployment progress, which compares with BT at 21st.

Of course if we’re talking about IPv6 adoption among the major UK 

network operators then few can beat Sky (Sky Broadband) on 87.74% 

(8th position). Many others are still playing a slow game of catch-up 

(Virgin Media) or have yet to even start (TalkTalk, Vodafone etc.).



모바일 네트워크 운영자 EE UK, IPv6 구축에 급증

최신 IPv6 네트워크 사업자측 측정 결과에 따르면 2018년 9월
부터 "새로운"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지정 표준을 채택하는

것이 몇 주 동안 10%에서 28.05%의 구축 비율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많은 이동 통신 사업자와 유선 광대역 ISP는 여전히 오

래된 IPv4 표준을 사용하고 있으며, 종종 새로운 IPv4가 더 

이상 배포되지 않기 때문에 그 주소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 

CGNAT ( IP 주소 공유) 형식을 채택한다.

이러한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 왜냐하면 EE는 영국에서 가장 

큰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 (2960만 고객)이며 유럽에서도 

4G(모바일 광대역) 서비스의 최대 운영 업체이기 때문이다.

물론 주요 영국 네트워크 사업자들 사이에 IPv6 채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

출처 2018.10.25.(목)

https://www.ispreview.co.uk/index.php/2018/10/mobile-network-operator-ee-u

k-sees-surge-in-ipv6-deployment.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