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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2012년 7월 31일, 캐나다 국영 방송사 CBC(Canadian Broadcasting Corporation)가
2013년 중단 예정이던 아날로그 방송을 조기 종료함
－ CBC의 상기 결정에 대해 캐나다 여론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캐나다
국영방송의 운영 취지에 벗어난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나, CBC는 2011년 4분기
이후 디지털TV 보급률이 85%를 넘어서고 있고 더 이상 수익성이 없는 아날로그
송신기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임

Briefing

 2012년 7월 31일, 캐나다 국영 방송사 CBC(Canadian Broadcasting Corporation)가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함
- 캐나다의 방송통신 규제기관 라디오TV통신위원회(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CRTC)가 2011년 8월 31일, 캐나다 대부분 지역의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한 바 있으나 CBC 채널만이 지원되는 일부 도서지역의
아날로그 방송은 유지해옴
- CBC는 2013년까지 도서지역에 아날로그 방송을 유지할 계획이었으나, 재정적
문제로 도서지역의 아날로그 송신기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해 조기
종료를 결정함
- CBC의 아날로그 텔레비전 송신기 운영 포기로 도서지역 시청자들은 더 이상 무료TV
시청을 할 수 없으며 개별 케이블 사업자나 위성 방송을 통한 유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함
 CBC의 위와 같은 방침은 여론으로부터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캐나다 국영
방송의 운영 취지에 벗어난 결정이라고 비판 받고 있음
- 2012년 7월 31일 CBC의 결정이 발표된 이후, 캐나다 텔레비전사용자 협회(Canadian
Association of Community Television Users and Stations, CACTUS) 는 CBC 에
도서지역 방송사 송신기의 유지보수를 통해 지속적인 무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함
- 그러나, CBC는 도서지역 아날로그 송신기 운영 포기로 연간 1,00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으며, 절약한 금액을 질 좋은 프로그램 제공과 새 플랫폼 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이익이라고 반박함
- 또한, 캐나다 인구의 1.7%를 위해 600개 이상의 송신기를 운영하는 것은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처사이고 OTA방식 아날로그 송신기의 부품은 2007년에
이미 단종되었다고 주장함
 한편, 2012년 5월 1일 캐나다의 컨설팅기관 Boon Dog Professional Service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1년 4분기 디지털TV 가입가구 수가 2010년 4분기
대비 10% 성장한 1,000만 가구를 기록함
- 2011 년 4 분 기 기 준 , 캐 나 다 TV 시 장 에 서 디 지 털 TV 의 비 중 은 85% 이 고
아날로그TV는 1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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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만 가구

241만 가구

1,000만 가구

909만 가구

출처: Boon Dog Professional Service(2012.05)

View Point

 CBC가 아날로그 방송을 중단하면서 도서지역 시청자들은 더 이상 무료TV 시청이
불가해지자 거센 항의를 하고 있지만, 재정난을 겪고 있는 CBC는 결정을 번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도서지역 시청자들은 TV시청을 위해 유료TV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1년 85%를 기록했던 캐나다 디지털TV 보급률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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