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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2015년 말 예정된 디지털 지상파 방송
전환일정연기논의
KEY CONTENTS

￭ 2015년 말 디지털 방송 전환을 앞둔 멕시코에서는 디지털 TV 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TV 서비스
공백 상태에 놓이는 시민들이 늘어나자 야당에서 디지털 지상파 전환 종료 일자 연기를 제안함
￭ 멕시코 최대 방송 그룹인 Televisa도 야당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으나, 광고 매출 하락과 시청률 감소를 우려한 것이
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멕시코 야당, 안정적인 디지털 지상파 방송 전환을 위한 종료 일자 연기 발의

▸ 멕시코 야당 상원 측은 아날로그 방송 종료 후 디지털 지상파 방송 보급의 지연으로 인한 TV 서비스 공백 사태가 발생
하자 디지털 방송 전환 완료 일자를 늦출 것을 제안함

• 멕시코 야당인 국민행동당(PAN) 상원의원이자 상원 교통통신위원회장인 Javier Lozano는 디지털 지상파 방송
전환 완료 날짜를 2016년 말로 늦추자고 제안함
• 좌파 야당인 민주혁명당(RPD) 상원의원인 Zoé Robledo도 점진적인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지속하며 2016년
6월까지 기한을 늦추자고 제안함
• 디지털 지상파 전환 연기 제안은 최근 멕시코 북부에 위치한 제 3의 도시인 Monterrey 지역의 아날로그 종료 이후
약 50만 명의 시민이 TV 서비스 공백 사태에 놓이게 되자 나온 것으로, 이는 통신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
첨예한 논쟁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

• 멕시코의 아날로그 방송 종료 완료 일자는 2010년 Felipe Calderón 전(前) 대통령이 2015년 12월 31일로
정한 바 있으며, 2013년 Enrique Peña Nieto 대통령이 통신법 개정의 일환으로 문서화한 바 있음
• 대통령 대변인에 따르면, Peña Nieto 대통령은 2015년 말까지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야당의 기한 연장 제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는 아직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디지털 전환 일정 예정대로 추진 시 700만 명이 디지털 TV 시청 불가

▸ 2015년 10월 현재 멕시코의 아날로그 방송 종료가 이루어진 지역은 7개의 주(州), 57개의 지역으로 정부는 현재까
지 620만 대의 디지털 TV를 보급했으며, 올해 말까지 940만 대를 추가로 더 보급한다는 계획임

• 멕시코 교통통신부와 연방통신위원회는 지난 주 Monterrey 지역의 아날로그 방송 종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
다고 밝혔으나, 해당 지역의 약 10%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디지털 방송 수신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함
• 교통통신부에 따르면, 몬트레이 지역 유료 TV 가구 보급률은 56%, 전체 가구의 63%가 최소한 한 개의 디지털
방송을 수신하고 있으나 아날로그 방송 종료 이후 TV 서비스의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음
▸ 멕시코 최대 방송사 Grupo Televisa의 Emilio Azcárraga 회장은 “성급한 아날로그 방송 종료로 인해 약 700만
명의 국민이 TV 서비스의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비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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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zcárraga 회장은 “미국의 경우 2009년 5~6% 정도의 국민이 TV 서비스 공백에 놓일 상태가 되자 이를 방지
하기 위해 몇 개월 연기한 경우가 있었다”며, 디지털 지상파 전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안정적인 디지털
방송 전환을 위해 종료 일자의 연장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힘
• 디지털 방송 전환 종료일자 연기를 지지하는 속내가 시청률 하락 및 광고수입 감소를 우려해서라는 일부 의혹에
대해, Azcárraga 회장은 “광고 매출 부문의 변화는 없다”며, “현행 디지털 지상파 전환 일정으로 피해를 보는 계층
은 TV를 살 수 없거나 디코더 구입에 42달러를 지출하기 힘든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
고 강조함
▸ 한편, 디지털 지상파 방송 전환 완료 일정이 연기될 경우, 2016년 1월로 정해진 4G용 주파수 경매 일정도 같이 연기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디지털 지상파 방송 전환과 함께 도매용(Wholesale) 이동통신 네트워크용으로 정부가 계획한 주파수 대역이
풀리게 될 예정이며, 해당 주파수 경매는 2016년 1월에 실시될 예정이기 때문임
참고문헌

- Mexican Senators Seek to Delay Analog TV Switch-Off, Wall Street Journals, 2015.10.22.

본 보고서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하며, 가공·인용 시에는 반드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방송해외정보(CONEX)”임을 밝혀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