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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8월 30일, MCTI는 9월 15일부터 베네수엘라 14개의 도시에 디지털 텔레비전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될 예정이라고 발표함
 2012년 8월 29일, 베네수엘라 정부 관계자 및 34명의 지방 텔레비전 사업자
대표들은 디지털 텔레비전 신호를 이용, 하나의 채널을 설립하여 지상파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안에 대해 논의함
 베네수엘라의 디지털 텔레비전을 통한 지상파 방송 서비스는 2012년 9월 15일부터
제공될 예정임

Briefing

 2012년 8월 30일, MCTI는 9월 15일부터 베네수엘라 14개의 도시에 디지털 텔레비전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될 예정이라고 발표함
-

디지털 지상파 방송이 개시될 14개 도시는 Barquisimeto, Caracas, Guarenas-Guatire,
La Guaira, Maracaibo, Maracay, Maturín, Mérida, Puerto La Cruz, Puerto Ordaz,
San Cristóbal, Valencia and Los Valles del Tuy 등임

-

금번 서비스 제공을 시작으로, 베네수엘라 인구의 50%가 2012년 內에 디지털
지상파 TV를 시청할 수 있을 예정임

 디지털 지상파 방송(Digital Terrestrial Television) 서비스 확대를 위해 2012년 8월
29일 베네수엘라 정부 관계자 및 34명의 지방 텔레비전 사업자 대표들은 디지털
텔레비전 신호를 이용, 하나의 채널을 설립하는 사안에 대해 회의 진행함
-

금번 회의에는 베네수엘라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MCTI),
Compania Anonima Nacional Teléfonos de Venezuela(CANTV), 베 네 수 엘 라
국가통신위원회(National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Conatel) 대표 등이
참여함

-

설립 제안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하였으며, 지방 텔레비전 사업자 대표들은 정부의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채널이 설립될 시, 지방 텔레비전 사업자들은 설립된 채널에 자사의 프로그램을
재방송할 계획임

 한편, 베네수엘라 디지털 지상파 방송의 개시가 앞당겨진 것으로 보임
-

MCTI는 2009년 10월, 디지털 지상파 방송 표준을 ISDB로 최종 채택, 2010년 초부터
디지털 지상파 방송 송출을 개시해 2018년부터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을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당초 계획을 앞당겨 2012년 9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디지털 지상파 방송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1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rend Report

베네수엘라, 2012년 9월 15일 DTT 서비스 개시 예정
[ 베네수엘라 DTT 서비스 확대 추이 전망 ]

14개 지역에서
DTT 방송 개시
(2012.09.15 예정)

디지털 텔레비전 신호
이용하는 채널 설립

DTT 서비스 확대

출처: VeyondStrategy 재구성

View Point
 금번 디지털 지상파 방송의 개시에 따라, 디지털 방송 서비스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베네수엘라 디지털 방송은 정부 및 방송사의 협력에 의해 준비단계에 있으며, 향후
이들의 협력이 베네수엘라 디지털 방송 시장 확대 및 활성화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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