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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디지털전환일정지연으로디지털지상파방
송인지도하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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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루 TV-라디오 방송위원회(ConcorTV)에 따르면, 디지털 지상파 방송 전환 일정이 지연되면서 일반 국민의 디지
털 지상파 방송에 대한 인지도가 2년 전에 비해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ConcorTV에 따르면, 페루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미디어 1위는 TV(98.3%), 2위는 라디오(81.3%), 3위는
신문(75.2%), 4위는 인터넷(51.2%)으로 나타났는데, 이 또한 디지털 미디어 도입의 지연을 반증하고 있음

페루, 디지털 지상파 방송(DTT)에 대한 인지도 20%에 불과

▸ 페루의 TV-라디오 방송 위원회(ConcorTV)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지상파 방송(DTT)에 대해 알고 있다
고 응답한 페루 국민의 비율이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이 수치는 2011년에는 30%, 2013년 25%로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ConcorTV에 따르면 디지털 지상
파 방송(DTT)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진 이유는 페루의 디지털 지상파 전환 국가 계획이 예정보다 지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페루는 디지털 지상파 TV 표준은 2006년에 채택되었으나, 현재는 디지털 지상파 전환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경향은 전국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데, 수도 Lima를 포함한 대도시의 디지털 지상파
전환 인지도는 26%인 반면 인구 밀집도가 떨어지는 지역은 5%에 불과
▸ 한편 ConcorTV에 따르면, 페루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미디어 1위는 TV(98.3%), 2위는 라디오(81.3%), 3위
는 신문(75.2%), 4위는 인터넷(51.2%)으로 나타났는데, 이 또한 디지털 미디어 도입의 지연을 드러내고 있음

• TV 시청률은 Pirua, Trujillo, Pucallpa 등 대도시에서는 거의 100%에 이르렀고, 2013년과 비교해서 인터넷
소비는 평일 7%, 주말 6% 증가, 라디오 소비는 평일 4%, 주말 8% 감소를 나타냄
• 대도시 지역 TV 시청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말의 경우 Huaraz(97%), Ica(97%), Pucallpa(95.4%)
등이 거의 100%에 달하는 지역으로 나타남
• 한편, 가정에서 가장 많이 시청하는 TV 프로그램은 유아(40.3%), 연예(37.8%), 영화(35.4%), 드라마
(33.2%), 뉴스(30.9%)의 순으로 나타남

저조한 디지털 지상파 방송 인지도 대비 유료 TV 방송 보급률은 높아져

▸ 반면 유료 TV 시청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업자들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보급률은 30%, 가입자 수는 150
만 명에 불과하지만 ConcorTV의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료 TV 이용률이 2013년보다 2% 증가한 62%를 기록

• 증가율을 보면, Iquitos(+20.3%), Arequipa(+17.4%), Huánuco(+17.4%), Pucallpa(+14%) 등 대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유료 TV 이용 증가세가 두드러짐
• 유료 TV 이용이 증가하는 주 요인은 프로그램이 다양해서(58%), 채널 수신률이 좋아서(34%), 지상파에 만족하
본 보고서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하며, 가공·인용 시에는 반드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방송해외정보(CONEX)”임을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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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해서(19%) 등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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