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방송통신 품목 보고서

방송 서비스
□ 시장
o 2007년 기준, 칠레의 방송 시장은 지상파 TV가 83%, 유료 TV가 14% 차지
- 칠레의 지상파 TV는 국영 방송사 TVN(Television Nacional de Chile), 대학 소유 방송사1)
UCVTV(Canal 5), UCTV, 민영 방송사 MEGA, Chilevision, RED TV, Telecanal 등 총 7개가
있으며 인구수에 비해 지상파 방송 수가 많은 편
- VTR과 Cable Central이 케이블 방송 서비스를 , Telefonica, DirecTV가 위성 방송
서비스를 , Telmex TV가 케이블 방송 및 위성 방송 서비스 모두를 제공
o 지상파 방송은 칠레 국토의 약 95% 지역에 수신 되고 있으며 2008년 기준 TV 보급률은
87.8%, 유료 TV 보급률은 약 25%
- 2008년 기준, 케이블 TV 가입 가구는 약 57만, 위성(DTH) TV 가입 가구는 약 20만

칠레 방송 플랫폼별 시장 점유율 (2007)

출처: Eurodata TV Worldwide, VeyondStrategy 재구성

1) 칠레 국영 방송사 TVN이 설립될 당시, 칠레는 법적으로 정부와 대학만이 TV 채널을 소유 가능했음. UCTV, UCVTV,
Chilevision 등 3개 채널을 대학이 운영하다가 Chilevision이 민간에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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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자
[방송 플랫폼 별 주요 사업자]
구분
지상파 TV

주요 사업자
TVN(국영), UCVTV(대학운영), UCTV(대학운영), MEGA, Chilevision,
RED TV, Telecanal

케이블 TV

VTR, Telmex TV, Cable Central

위성 TV

Telefonica, Telmax TV, DirecTV

출처: VeyondStrategy

지상파 TV
o 7개 칠레 지상파 TV 중 국영 방송사 TVN를 포함해 MEGA, UCTV등 상위 3개 사업자가
점유율 약 57%로 칠레 방송 시장 및 지상파 방송 주도
- 2007년까지 시청률 기준, 국영 방송사 TVN이 점유율 21.9%로 1위, 민영 방송사
MEGA가 18.2%로 2위였으나 2008년 순위가 뒤바뀜
- 2008년 기준, MEGA가 24.9%로 1위, TVN이 21.9%로 2위, UCTV가 17.1%로 3위 기록

칠레 지상파 TV 사업자별 시장 점유율 (2007)

출처: Eurodata TV Worldwide, VeyondStrategy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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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지상파 TV 사업자 현황 ]
TVN(Canal 7)

MEGA(Canal 9)

UCTV(Canal 5)

1969년

1990년

1959년

설립연도



국영 방송사



엔터테인먼트, 뉴스,
스포츠, 어린이

특징



최대 민영 방송사



2003년 기업명을

프로그램 등 주로 가족


프로그램 방송

Catolica de Chile에

음악, 드라마 등 자체
제작 프로그램 확대
2005년부터 ER, The
Nany 등 해외 인기

라이선스 부여


가톨릭교회에서 통제



주로 과학 및 교육
관련 프로그램 편성

드라마 방송 개시
커버리지



95%



n/a

정부가 가톨릭
대학교인 Universidad

MEGA로 변경


대상의 종합편성





95%

출처 : VeyondStrategy

o TVN은 칠레 방송 기본법 17377조에 따라 1969년 설립된 국영 방송사
-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국영 방송사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 시청료를 징수하지
않으며 광고가 전체 수입의 95% 차지
- 주로 엔터테인먼트, 뉴스, 스포츠, 어린이 프로그램 등 가족 대상 프로그램 편성
o 2008년 TVN을 제치고 1위 지상파 방송 사업자로 올라선 민영 방송사 MEGA는 1990년
10월 ‘Megavision’이라는 이름으로 설립
- 1990년 유리 가공 사업자 Cristal chile가 칠레 정부로부터 40억 페소에 TV 라이선스를
할당받아 설립
- 2003년 MEgaivision은 기업명을 MEGA로 변경하고 음악, 드라마 등의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시작했으며 2005년부터는 해외 인기 드라마 방송 개시
- 이와 같은 MEGA의 콘텐츠 확대 노력에 힘입어 2008년 칠레 방송 시장의 1위를
지켜왔던 국영 방송사 TVN을 제치고 시장 점유율 1위로 도약
유료 TV
o 칠레의 유료 TV 시장은 케이블 사업자인 VTR이 61.1%를 차지하고 있으며 통신 사업자
Telefonica의 위성 TV가 17.3%, 위성과 케이블 양 플랫폼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Telmex TV가 12.8%, 위성 사업자 DirecTV가 7.5%, 케이블 사업자 Cable Central이 1.3%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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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유료 TV 사업자별 시장 점유율 (2008)

* VTR(케이블 TV), Telefonica(위성 TV), Telmex TV(케이블 TV&위성 TV), DirecTV(위성 TV),
Cable Central(케이블 TV)
** IPTV 제외
출처: Subtel, Budde, VeyondStrategy 재구성

[ 주요 유료 TV 사업자 현황 ]
VTR

Telmex TV

Telefonica

DirecTV

서비스 개시

1993년

2004년

2006년

1997년

종류

케이블 TV

위성 TV

위성 TV

케이블
&위성 TV



유선통신 사업자



최대 케이블

TV가 케이블

사업자

방송 개시

특징


미국 Liberty
Global의 자회사

가입 가구 수







2003년 Zap



칠레 최대

파트너십 맺고

유·무선 통신사


2007년 Telmex가
Zap TV 인수

1997년 VTR과
위성 서비스 개시

브로드밴드가
구축된 지역에서
IPTV로도 서비스
제공



2005년 Sky
Chile에 매각,
DirecTV Chile로
개명

877,900

n/a

263,000

n/a

아날로그

532,700

n/a

-

n/a

디지털

345,200

n/a

263,000

n/a

(2008)

출처: 각사, VeyondStrategy

o 칠레 유료 TV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VTR은 1993년 처음으로 케이블 TV를
개시했으며 2005년 디지털 케이블 TV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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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TR은 미국 Liberty Global의 자회사로 2005년 칠레의 또다른 케이블 사업자 Metropolis와
합병
- 1997년 DirecTV와 파트너십을 맺고 위성(DTH) TV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2004년 양

가 합병하였으나 2005년 VTR이 또 다른 케이블 사업자 Metropolis를

합병하면서 DirecTV를 Sky에 넘김1)
- 2006년 칠레 최초로 VoD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2009년 3월에는 VTR 케이블 네트워크의
71%를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
- 2008년 기준, 약 88만 가입 가구 보유
o 칠레 최대 통신사업자인 Telefonica는 2005년 12월 위성 TV 라이선스를 획득해 2006년
6월 디지털 위성(DTH) TV 서비스 개시
- 2007년부터는 유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방송 서비스를

IPTV 서비스로도 제공하기 시작
- Telefonica는 위성 TV 서비스를 자사의 다른 통신 서비스와 묶어 ‘dual play' 혹은 ’triple play'와
같은 결합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맞춤 요금제, 시청한 만큼 내는 요금제 등을 도입
- 이에 힘입어 서비스를 개시한지 3년도 채 되지 않아 약 26만 가입가구(2008년 기준)
확보
o 시장 점유율 12.8%로 3위 사업자인 Telmex TV는 DTH 위성과 디지털 케이블 서비스
둘 다 제공
- Telmex TV의 전신은 2004년부터 위성 TV 서비스를 제공한 Zap TV로 2007년 8월
멕시코 그룹 Telmex에 인수
- 2008년 초, HFC(hybrid fibre coaxial) 네트워크 구축을 시작해 2008년 5월에 상용
케이블 TV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2009년 1월에는 선불제 TV 서비스 도입
- Telmex TV의 위성 네트워크는 칠레 전역을 커버하고 있으며 케이블 TV 서비스는
Santiago, Valparaiso, Viñ del Mar, Rancagua, La Serena, Concepció 등 주요 도시에
국한되어 있으나 점차 커버리지를 확대해나갈 계획
o DirecTV Chile는 DirecTV PanAmericana의 자회사로 1997년 케이블 사업자 VTR과의
제휴를 통해 칠레에 위성 TV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2005년 매각되어 현재는
Sky Chile 소유

1) VTR이 Metropolis를 인수할 당시 유료 TV 시장 독점을 우려한 칠레 정부가 VTR의 MMDS(다채널 다지점 분배 서비스)와
위성(DTH) 자산을 매각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 VTR은 2005년 2월 DTH 자산 및 DirecTV 가입자를 Sky에, 2005년 8월
MMDS 자회사 TV MAX를 Southam Chile에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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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전환 추진 과정
o 2009년 9월, 칠레는 디지털 방송 표준으로 일본 디지털 방송 방식인 ISDB를 최종
채택했으며 현재 디지털 방송 사업자 라이선스 할당, 방송 콘텐츠 유통 등이 포함된
디지털 방송 규제 관련법 입안 중
- 원래 칠레는 2007년~2008년 사이에 디지털 방송 표준을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칠레
방송사 연합 Anatel의 로비1)와 여건 불충분 등의 이유로 수차례 연기
- 칠레가 ISDB를 방송 표준으로 채택한 원인은 저렴한 로열티, 주변 국가들과의 호환성,
일본과 브라질의 적극적인 로비 등으로 분석
o 칠레는 2010년부터 ISDB 방식으로 디지털 방송 전송을 시작해 향후 8~10년 내 디지털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며 2015년 안에 칠레 전체 인구의 85%가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
o

칠레의

ISDB

표준

채택으로

지상파

방송

사업자

연합(TVN,

UCTV,

MEGA,

Chilevision, Red TV)은 ISDB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
- 총 투자 금액 2억 달러 중 1억 8,000만 달러는 디지털 방송 수신 셋톱박스와 TV 등의
장비 보급에 투자할 예정

1) Anatel은 방송사업자들의 디지털 방송 네트워크 구축에 비용이 적게 드는 ATSC 표준 채택을 위해 칠레 정부에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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