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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규제 및 정책기관
□ 통신부(Department
통신부(Department of Communications, DOC)
□ 독립통신청(Independent
독립통신청(Independent Communication Authority
of South Africa, ICASA)

주요 추진 과제 및 전략
□ Strategic Plan 2009~2012
□ 디지털 전환 계획

규제 정책
□ 방송 규제 정책
□ 통신 규제 정책
□ 방통 융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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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주무 기관

o 방송통신 및 우편 부문 정책 수립
- 통신부(Department of Communications, DOC)
o 방송통신 및 우편 부문 규제
- 독립통신청(Independent Communication Authority of South Africa, ICASA)

방송통신 관련 업무 구조

출처 : VeyondStrategy

방송통신 정책 주요 계획
o Strategic Plan 2009~2012
- 2009년 6월 통신부는 인프라, 보안, 인력 양성, 기업 육성 등에 대한 전략과 목표를 2009/10년,
2010/11년, 2011/12년으로 나누어 제시
o 디지털 전환 계획
- 남아공은 당초 2011년 11월 1일을 디지털 전환 완료일로 결정했으나, 일정이 촉박하다고 판단한
ICASA는 2012년 3월 30일로 일정 연기 가능성을 제시
- ICASA는 디지털TV를 위해 3개의 디지털 멀티플렉스(Multiplex)를 3개 방송사에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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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부
(Department of Communications, DOC)
남아공 방송통신 정책 입안 기관
1996년 103호 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 No 103)에 의해

DOC Profile

현재의 기능을 갖추게 됐으며, 전신은 우편통신부(Department
기 관 명

통신부(Department of
Communications, DOC)

설립 시기

1996년

전신 기구

Department of Post and
Telecommunications

업무 분야

ICT 정책 입안

주요 인사

Siphiwe Nyanda 장관

- 1996년 103호 통신법이 통과되면서 1997년 규제기관 South
African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Authority(SATRA)가

주

소

iParioli Office Park, 399
Duncan Street, Hatfield,
Pretoria

전

화

(012) 427 8000

홈페이지

www.doc.gov.za

of Post and Telecommunications)임
- 우편통신부는 남아공에 통신 및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나, 1991년 통신 서비스 사업부를
현재의 유선 통신사 Telkom 으로 , 우편 서비스 사업부를
우체국으로 분리

우편통신부 산하에 설립, 우편통신부는 정책 입안 업무에
초점을 맞추게 됐으며, 같은 해 4월 통신부로 개명
통신부는 방송통신 정책 및 법령을 개발하고 입안함으로써
진보된 ICT 환경을 구축, 남아공의 사회경제적 발전 목표를
충족시키는 것이 주요 목표
- 규제 및 주파수 관리 기능은 하위기관인 독립통신규제청
ICASA가 담당
6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ICASA, 유선 통신사 Telkom,
남아공 방송(South African Broadcasting Corporation, SABC),
우체국을 비롯한 9개의 하위기관을 두고 있음

DOC History
1997

산하 규제기관 SATRA 설립,
통신부로 개명

DOC Role
- 방송통신 정책 및 법령 입안
- 시장의 니즈에 부합하는 ICT 인프라 개발 추진
- 방송통신 규제기관 ICASA의 기능 강화
- 정부소유 기업들의 역량 강화

1996

103호 통신법 통과

- 방송통신 영역에서 남아공의 국제적인 책임감
충족

1991

우편통신부, 통신 서비스와 우편
서비스 업무를 Telkom과 우체국을
설립해 각각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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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o 남아공을 정보통신기술 영역의 글로벌 리더 국가로 발전시키는 것

□ 조직 현황
조직도

DOC의 사업부 구조

출처: VeyondStrategy

o 통신부는 6개의 부서로 구성되며, 9개의 산하기관을 두고 있음
- 6개의 부서로는 전반적인 통신부 경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경영관리부’, ‘ICT 국제
관계 및 무역부’, ‘ICT 정책 개발부’, 재정 및 국영 사업자 관리와 ICT를 통한 중소
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재정 및 ICT 기업 개발부’, ‘ICT 인프라 개발부’, 대통령의
ICT 관련 자문을 담당하는 대통령 국가 위원회가 있음
- 9개 산하기관 현황은 아래와 같음
√ 유무선 통신사 Telkom
√ 우체국
√ 남아공 방송(South African Broadcasting Corporation, SABC)
√ 도메인 분쟁위원회(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 ICT 인력 양성기관(Institute for Satellite and Software Applications, ISSA)
√ 방송 인프라를 운영하는 Sentech
√ 보편적 서비스 촉진기구(Universal Services and Access Agency of South Africa,
USAASA)
√ 방송기술 교육기관(National Electronic Media Institute of South Africa, NEMISA)
√ 방송통신 규제기관(Independent Communication Authority of South Africa, IC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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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사 Profile

DOC 장관 약력

성명

Siphiwe Nyanda(1950년생)

직급

통신부 장관

학력

주요 경력

University of London 금융관리 석사
University of South Africa 경제학 석사
2009.5 ~ 현재

통신부 장관

1998 ~ 2005

남아공 국가방위군 사령관(chief)

1997 ~ 1998

남아공 국가방위군 부사령관(Deputy Chief)

1994 ~ 1997

남아공 국가방위권 참모(Chief of Staff)

1992 ~ 1994

ANC 전투조직 ‘국민의 창(Umkhonto we Sizwe)’ 참모

출처: DOC, VeyondStrategy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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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통신청
(Independent Communication Authority of South Africa, ICASA)

남아공의 방송통신 독립 규제기관
ICASA Profile

2000년 7월 ICASA Act of 2000에 의해

기 관 명

독립통신청
(Independent
Communication Authority
of South Africa, ICASA)

설립 시기

2000년 7월
South African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Authority

전신 기구

및
Independent Broadcasting
Authority

업무 분야

방송통신 영역 규제

주요 인사

Paris Mashile 청장
Blocks A, B, C and D,
Pinmill Farm

주

소

164 Katherine Street

통신 규제기관이었던

‘South African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Authority(SATRA)’
와 방송 규제기관 ‘Independent Broadcasting Authority(IBA)’가
통합되면서 설립된 방송통신 독립 규제기관
- 통신부(Department of Communications, DOC)의 산하기관
중 하나
- ICASA Amendment Act 2005에 의해 우편시장 규제도 추가
ICASA Amendment Act 2005, Independent Broadcasting Act,
Broadcasting Act, Telecommunications Authority Act 등 4개
법령에 명시된 의무에 따라 운영

Sandton
전

화

27 (11) 566 3000/3001

홈페이지

www.icasa.org.za

청장과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평의회가 ICASA의 대표로
권한을 행사

ICASA History

ICASA Role
- 방송통신 규제 개발

2005

ICASA Amendment Act 2005에
따라 우편영역 규제 기능 추가

- 방송통신 및 우편 라이선스 분배
- 시장 감시 및 질서 유지
- 업계 및 이해당사자의 분쟁 해결
- 주파수 관리

2000. 7

ICASA 설립

- 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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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o 남아공을 정보사회 및 지식 기반 경제체제로 변모시키는 데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
□ 조직 현황
조직도

ICASA의 사업부 구조

출처: ICASA, VeyondStrategy 재구성

o ICASA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1명의 청장과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평의회(council)
및 CEO 하위에 5개의 부서로 구성
- 엔지니어링 및 기술부: 주파수 관리 및 관리
- 라이선스 및 이행부: 라이선스 발급 및 법령 이행 감시
- 시장 및 경쟁부: 경쟁 촉진, 서비스 및 설비 투자
- 소비자 보호부: 불공정 서비스로부터 소비자 보호, 안전한 고품질의 서비스 촉진,
장애인들의 권리 보호
- 법무부: 규제 관련 소송 등의 법률 영역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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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사 Profile

ICASA 청장 약력

성명

Paris Mashile(1948년생)

직급

ICASA 청장

University of Leeds in England 물리학/전자 엔지니어링 학사
학력

University of Lancaster in England 물리학 석사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엔지니어링 석사
2005. 7 ~

ICASA 청장

2004. 7 ~ 2005. 7

ICASA 의원

주요 경력
Rustenburg

지방정부 인프라 개발 및 운영부 이사

Reutech Technological System 수석 마케팅 엔지니어
출처: ICASA, VeyondStrategy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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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추진 과제 및 전략
□ Strategic Plan 2009~2012
Strategic Plan 2009~2012
주

o 2009년 6월 통신부는 중기 전략인 ‘Strategic Plan

관

남아공 통신부(DOC)

발 표 일

2009년 6월
서비스 접근성 강화

목

표

업무 프로세스 최적화
건강하고 신뢰성 있는 IT 환경 조성

기

간

투 자 액
(예 상 )

2009년~2012년

2009~2012’를 발표
- 인프라, 보안, 인력 양성, 기업 육성 등에 대한 통신부의
전략과 목표를 2009/10년, 2010/11년, 2011/12년으로
나누어 제시

2009/10년: 22억 6,686만 란드
2010/11년: 22억 6,439만 란드

- 통신부의 6개 사업부로 나누어 추진됨

2011/2012년: 21억 2,278만 란드

o 통신부가 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기반을 두고 있는 3대 주요 목표는 아래와 같음
- 서비스 접근성 강화
- 업무 프로세스 최적화
- 건강하고 신뢰성 있는 IT 환경 조성
o 통신부는 중기 전략의 소요 비용을 3년간 약 66억 5,400만 란드(약 1조 320억 원)로
예상하고 있음
- 사업부 중에서는 ICT 인프라 개발부가 연간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용을 소요할 것으로 예상

통신부 사업부별 중기 예상 비용 (단위: 천 란드)1)
사업부

2009/10

2010/11

2011/12

경영관리부

152,290

150,946

169,646

ICT 정책 개발부

45,624

48,710

51,417

ICT 국제관계 및 무역부

94,171

178,500

188,847

재정 및 ICT 기업 개발부

1,392,652

1,585,689

1,564,726

ICT 인프라 개발부

548,085

244,585

111,105

대통령 국가 위원회

34,041

35,966

38,039

2,266,863

2,264,396

2,122,780

총계
출처: DOC, VeyondStrategy 재구성

o 사업부별 주요 추진 과제와 목표는 다음과 같음

1) 회계연도 기준은 매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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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드밴드 정책
목표
√ 2010년 3월까지 브로드밴드 정책안에 대한 의회의 승인 완료, 브로드밴드 품질 및 커버리지,
이용률 강화
담당부서
√ ICT 정책 개발부
세부 실행 방안
√ 2010년: Broadband Policy 승인 후 지역별 브로드밴드 전략 수립
√ 2011~2012년: 브로드밴드 전략 실행 및 모니터링

Integrated National ICT Act
목표
√ 2012년까지 ICT 통합법 Integrated National ICT Act 완성, ICT 영역의 컨버전스 촉진
담당부서
√ ICT 정책 개발부
세부 실행 방안
√ 2010년: Integrated National ICT Policy 의회로부터 승인
√ 2011년: Draft Integrated ICT Bill 수립
√ 2012년: Integrated ICT Act 완성

사이버 보안
목표
√ 2010년 3월까지 사이버 보안법의 의회 승인을 통해, 중요한 정보 보호 및 국민들의 사이버
보안 인지도 제고를 통해 안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
담당부서
√ ICT 인프라 개발부
세부 실행 방안
√ 2010년: 사이버 보안법 및 실행 전략 수립
√ 2011년: 사이버 보안법 실행 및 모니터링
√ 2012년: 사이버 보안법 실행 및 모니터링 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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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제조업 강화
목표
√ 2019년까지 자국 제조업체가 생산한 통신 단말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담당부서
√ ICT 정책 개발부 & 재정 및 ICT 기업 개발부
세부 실행 방안
√ 2010년: 150만 개의 자국 제조 셋톱박스 출하
√ 2011년: 300만 개의 자국 제조 셋톱박스 출하
√ 2012년: 500만 개의 자국 제조 셋톱박스 출하
콘텐츠 강화
목표
√ 2019년까지 자국 제작 및 디지털 콘텐츠 강화, 다양한 플랫폼 및 언어로 제공
담당부서
√ ICT 정책 개발부
세부 실행 방안
√ 2010년: 자국 제작 및 디지털 콘텐츠 55% 증대
√ 2011년: 자국 제작 및 디지털 콘텐츠 추가 5% 증대
√ 2012년: 자국 제작 및 디지털 콘텐츠 추가 10% 증대
ICT 인력 양성기관 설립
목표
√ ICT 인력 양성기관 Meraka e-Skills Institute 설립, 최신 리서치에 기반한 수업을 제공하고
시장이 필요로 하는 ICT 기술을 보유한 인력 양성
담당부서
√ Meraka e-Skills Institute
세부 실행 방안
√ 2010년: Meraka e-Skills Institute 설립
√ 2011년: 학생 500명 확보, 2개의 diploma 코스 및 5개의 단기코스 개설
√ 2012년: 학생 600명 확보, 1개의 Degree, 4개의 diploma 코스 및 10개의 단기코스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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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역량 강화
목표
√ ICT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중소기업의 효율성 및 경쟁력 강화
담당부서
√ 재정 및 ICT 기업 개발부
세부 실행 방안
√ 2010년: 3,500개 기업에 ICT 지원
√ 2011년: 추가 6,000개 기업에 ICT 지원
√ 2012년: 추가 8,000개 기업에 ICT 지원
통신부 자체 개혁
목표
√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와 직원들의 만족도 제고를 통해 시장 리더로서의 통신부의 기능
강화
담당부서
√ 경영관리부
세부 실행 방안
√ 2010년: 통신부 직원의 직장 만족도 65% 충족, 현재의 업무 프로세스 재검토
√ 2011년: 통신부 직원의 직장 만족도 70% 충족, 새로운 업무 프로세스 정립
√ 2012년: 통신부 직원의 직장 만족도 75% 충족,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 유지
아프리카 및 국제 브로드밴드 구축
목표
√ 2012년까지 UHURUNET 및 UMOJANET2)을 통해 아프리카 및 국제 브로드밴드 액세스
보장
담당부서
√ ICT 국제관계 및 무역부
세부 실행 방안
√ 2010년: UHURUNET 및 UMOJANET 구축
√ 2011년: UHURUNET 운영 1단계, UMOJANET 추가 구축 단계 돌입
√ 2012년: UHURUNET 운영 2단계, UMOJANET 운영 1단계 돌입
2) 2007년 10월 아프리카의 연합의 경제개발프로그램 NEPAD(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의 ICT 장관 회의에서
아프리카 각 국가와 미주, 유럽, 중동, 인도를 연결하는 고용량의 해저 케이블 시스템 구축 채택, 동 시스템의 해저 부분을
UHURUNET, 대륙 부분을 UMOJANET으로 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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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정책 수립 및 전개
목표
√ 2010년까지 국가 인터넷 정책의 의회 승인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 액세스 및 이용률 확대
담당부서
√ ICT 인프라 개발부
세부 실행 방안
√ 2010년: 국가 인터넷 정책 및 추진 전략 수립
√ 2011년: 국가 인터넷 정책 실행 및 모니터
√ 2012년: 국가 인터넷 정책 실행 및 모니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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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전환 계획
o 남아공은 당초 2011년 11월 1일을 디지털 전환 완료일로 결정했으나, 2009년 9월 일정이
촉박하다고 판단한 ICASA는 2012년 3월 30일로 일정 연기 가능성을 제시
- 2009년 디지털 지상파 커버리지 목표는 50%였으나 2009년 10월 기준 33%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2011년 11월 1일 디지털 전환 완료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짐
- 2008년 10월 30일부터 아날로그 방송과 디지털 방송 모두 전송하는 듀얼 서비스
(Dual illumination)를 실시 중

남아공 디지털 전환 연도별 목표
연도

커버리지

비고

2009년

50%

2009년 10월 기준 33%

2010년

80&

-

2011년 11월 1일

100%

-

출처: Engineering News, VeyondStrategy 재구성

o ICASA는 디지털TV를 위해 3개의 디지털 멀티플렉스(Multiplex)를 3개 방송사에 할당
- Multiplex 1의 90%를 국영 방송사 SABC(South Africa Broadcasting Corporation)에
할당했으며, 기독교 방송사 TBN(Trinity Broadcasting Network)에 Multiplex 1의 10%를
할당
- Multiplex 2는 민영 방송사 E.TV에 60%를, Multiplex 3은 유료TV 사업자 M-Net에
50%를 할당
o 셋톱박스는 2010년 상반기부터 판매될 예정이며, 정부는 저소득층에 셋톱박스 비용
700 란드의 70%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
- 통신부는 약 500만 가구에 지급할 보조금을 위해 총 4억 란드를 투자할 계획

남아공 디지털 멀티플렉스 할당 현황
멀티플렉스

구분

방송사

할당비율

Multiplex 1

국영 방송사

SABC

90%

Multiplex 2

민영 방송사

TBN

10%

민영 방송사

E.TV

60%

유료 방송사

M-Net

50%

Multiplex 3

출처: ICASA, VeyondStrategy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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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정책
□ 방송 규제 정책 shit

Broadcasting Act 1999
o 1999년 남아공 정부는 1976년 Broadcasting Act를 개정한 새로운 Broadcasting Act를 도입
- 통신부 설립의 근거법이기도 하며, 남아공 방송(SABC)의 의무, 위성방송 라이선스 허가,
스포츠 경기 방송권, 지역 방송 서비스, 신호 배분, 연간 주파수 계획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특히 SABC의 방송 서비스를 ‘공공 서비스’와 ‘상업 서비스’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이 두 부문을 각
각 독립된 형태로 운영하도록 명시
o 2009년 7월 남아공 통신부는 1999년 Broadcasting Act를 개정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
- 재정 상황이 악화된 SABC의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주 내용
- 법 개정 이후 Broadcasting Act는 ‘Public Services Broadcasting Act’로 개명될 예정

□ 통신 규제 정책

Telecommunications Act 1996
o 1996년 통신시장의 효율적인 규제를 위해 도입됐으며, ICASA의 전신인 SATRA(South African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Authority)의 설립법이기도 함. 주요 내용과 목적은 아래와 같음
- 보편적 서비스 촉진
- 다양한 통신 서비스를 통해 경제 성장 및 국가 발전 촉진
- 통신 시장의 투자 및 혁신 촉진
- 통신 제조업계의 경쟁력 및 효율성 촉진
- 소비자들의 니즈에 부응하는 통신 서비스 개발 및 촉진
- 장애인들의 통신 서비스 이용 촉진
- 통신 시장의 경쟁 촉진
- 통신 서비스의 개발에 있어 지정된 기술 표준 이용
- 무선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
- 중소기업의 ICT 활용 지원
- 통신 전문 인력 개발의 촉진
o 2000년 개정법에서는 SATRA와 ICASA와 또 다른 전신인 IBA(Independent Broadcasting
Authority)의 해체를 명시하고 그 기능을 ICASA로 전환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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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 융합 정책

Electronic Communications Act 2005

o 통신부는 방송통신 시장의 컨버전스 추세가 심화되자 이에 대응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 Convergence Bill[B09-2005]을 의회에 제출
- 이는 기존의 방송과 통신 규제를 통합하고

부문의 네트워크 서비스 및 기술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후에 Electronic Communications Act로 개명
- 통신 및 방송 규제 수립 프로세스의 통합, 기존의 통신 및 방송 라이선스 프레임워크의 단일화,
규제기관 ICASA의 방송통신 경쟁 촉진 강화 등이 주요 내용
- 이 밖에 외국 자본 및 소유 규제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민영 방송국의 외국 자본 비율은 20%를 초과할 수 없음
√ 소유 규제의 경우, TV 방송국 1개 이상 소유 금지, 라이도 방송국 2개 이상 소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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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내외 협력
□ 한국과의 협력
o 행정안전부, 아프리카 정보화 진출 교두보 마련(2008.09)
- 정남준 행안부 제2차관은 한-남아공 IT협력센터 설립과 운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 한-남아공 IT협력센터는 앞으로 3년간 남아공 정부와 한국 정부 간 정보화 분야의
협력과 공동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됨
o 정통부, 남아공과 국제IT협력센터 관련 협약(2007.12)
- 정보통신부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IT차관회담을 열고 ‘국제 IT협력센터(ITCC) 설립
합의서’를 체결
o 정통부, 남아공에 IT자문단 파견(2007.09)
- 정보통신부는 정통부, 산하기관 및 민간기업의 IT전문가로 구성된 남아공 IT자문단을
현지에 파견, 남아공 통신부에서 양국 간 협력 가능한 분야를 논의하는 한편,
Telkom, ICASA, SABC 등을 방문해 남아공 IT 현황에 대한 진단 및 IT 발전방향을
제시
o 정통부, ‘한국-남아프리카공화국 정보통신기술 비즈니스 포럼’ 개최(2006.12)
- 정보통신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한국-남아프리카공화국 정보통신
기술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한국 IT의 발전상과 IT839 정책 설명회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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