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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통신법 개정 이후 통신사들의 유료
TV시장진입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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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헨티나에서 통신 사업자가 단일 사업권으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법 개정이 2014
년 말 이루어짐
￭ 이에 따라 최근 주요 통신사들이 자사의 정관을 수정하는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관련 수정안에 대한 규제 당국의
허가를 받는 등 유료 TV 서비스 시장 진입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통신 서비스 시장 진입 장벽을
허물지 못하고 있는 방송 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음

아르헨티나, 통신법 개정으로 통신 사업자들의 유료 TV 방송 서비스 제공 쉬워져

▸ 2014년 말 아르헨티나에서 통신 사업자가 단일 사업권으로 트리플 플레이(Triple-Play)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통신법 수정안이 국회의 비준을 받으면서, 통신사들은 별도의 사업권 없이 유료TV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

• 또한, 해당 통신법을 기반으로 ‘연방정보통신기술청(AFTIC)’이 창설되어 통신부(Secom)와 국가통신위원회
(CNC)의 기능을 흡수했으며, 아르헨티나 국영 통신기업인 ARSAT과 아르헨티나 우정 공사(Correo
Oficial)도 AFTIC 산하로 편제되고, 국가 발전 계획인 Argentina Conectada와 Servicio Universal을
전담하게 됨
• 이러한 법적인 틀의 변화 앞에 통신 사업자들도 새로운 통신법에 맞게 자사의 관련 규정을 수정하면서 아르헨
티나 최대 미디어 기업 Grupo Clarín 소유의 Cablevision이 주도하는 케이블 방송 서비스 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엿보고 있음

통신 사업자들의 유료TV 시장 진입을 위한 행보 가시화...방송 사업자들의 반발 격화 예상

▸ Telecom Argentina, Telefónica Argentina 등 아르헨티나의 주요 통신 사업자들은 자사의 정관을 새로 개
정된 통신법에 맞게 수정하는 임시총회를 열고, 수정안에 대한 규제 당국의 허가를 받는 등, 유료 TV 시장 진입을
위한 행보를 구체화하기 시작

• Telecom Argentina는 6월 22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방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관 수정안에 대해 주주
들의 동의를 얻은 뒤 8월 초 수정안을 연방정보통신기술청(AFTIC)에 제출하여 허가를 얻었으며, 연방방송통
신서비스위원회(AFSCA)에 유료 TV 서비스 제공을 위한 라이선스를 요청하는 절차만 남아있음
• Telefonica도 9월 1일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사의 정관 중 “방송 서비스를 제외한 공공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항목을 개정하고 연방정보통신기술청(AFTIC)의 허가를 남겨두고 있으나, Telecom
Argentina와 달리 즉각적인 유료 TV 라이선스 요청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통신 사업자들의 유료 TV 시장 진입을 위한 행보가 본격화되면서, 통신 서비스 시장 진입이 원활하지 않은 케이
블 등 유료 TV 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됨

•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최대 케이블 TV 사업자인 Cablevision은 2014년 4G용 주파수 경매에서
본 보고서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하며, 가공·인용 시에는 반드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방송해외정보(CONEX)”임을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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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트리플 플레이 서비스 개시를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짐
• 모그룹인 Grupo Clarín은 Cablivision이 4G 주파수 경매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법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라
고 경고한 바 있음
• 아르헨티나 통신규제당국인 AFSCA는 2015년 5월 Cablevison이 이미 시장의 45%를 점유하고 있으며,
현행 규제법은 한 사업자가 최대 35%까지만 점유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트리플 플레이 시장 진입을 제지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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