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의사일정
□ 회 의 명 : 2009년 제47차 회의
□ 일
시 : 2009. 10. 13.(화) 10:0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
□ 상정안건
○ 의결사항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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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라

마
바

사

아

의 안 명

주요내용

주파수 재배치 관련 고시제정 900㎒대역 주파수 재배치에 따른 손실
및 900㎒ 대역 손실보상 계획 보상 산정기준, 보상협의회 구성, 감정평가사
에 관한 건 (2009-47-216)
선정, 이의신청 및 공고 등의 사항 의결
「지상파 디지털튜너 내장의무 2012년 TV방송의 디지털전환 추진에
관련전자제품에 관한 고시」제정 따라 TV수상기(법률로 旣규정) 외의
에 관한 건 (2009-47-217)
전자제품에 지상파 디지털튜너 내장을
의무화하는 고시제정사항 의결
‘09년 1분기 의무편성비율 위반 ‘09년 1분기 법정 의무편성비율을 위반한
사업자 과태료 처분에 관한 건 (주)홈티브이방송 등 4개 방송사업자에
- (주)홈티브이방송 등 4개사 대한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 의결
(2009-47-218~221)
방송사업자 최다액 출자자변경 (주)씨엠비광주동부와 (주)씨엠비광주방송의
승인 및 기간통신사업 주식취득 최다액 출자자가 김희곤에서 이인석으로 변경
인가에 관한 건
되는 것에 대한 변경승인 및 주식취득 인가
-(주)CMB광주동부방송 및
사항 의결
(주)CMB광주방송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2009-47-222)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일간신문의 방송 진입 시 제출 자료와
관한 건 (2009-47-223)
공개 방법,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 시행기준
등의 사항 의결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제2기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 (2009-47-224) 동의에 관한 사항 의결
SK텔레콤(주),舊(주)KT프리텔, SK텔레콤(주) 등 이동통신 4사의 사망자
(주)LG텔레콤 및 (주)KT의 사망자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한 이동전화 가입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한 이동전화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
가입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조치사항 의결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09-47-178~181)
(주)KT-SK텔레콤(주)의 상호접속 (주)KT가 SK텔레콤(주)을 상대로 제기한
협정 이행 재정에 관한 건
3G 이동단국 직접접속 이행 관련 재정
(2009-47-225)
건에 대한 의결

담당과

비 고

전파기획관
(주파수정책과)
방송진흥기획관
(디지털방송정책과)
방송진흥기획관
(편성평가정책과)

방송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
통신경쟁정책과)
방송정책국
(방송정책기획과)
이용자보호국
(시청자권익증진과)
이용자보호국
(시장조사과)

이용자보호국
(조사기획총괄과)

○ 보고사항 (3건)
순서

의 안 명

주요내용

담당과

(주)KT-SK텔레콤(주)의 상호접속 (주)KT가 SK텔레콤(주)을 상대로 제기한
이용자보호국
가 협정 이행 관련 알선분과위원회 3G 이동단국 직접접속 이행 관련 재정 건 (조사기획총괄과)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에 대한 알선분과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
사물통신기반 구축기본계획에 방송통신인프라를 활용한 사물정보를 네트워크정책국
나 관한 사항
녹색성장, 재난 등 다양한 국가정책 분야에 (네트워크기획보호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본계획 보고
스팸방지 종합대책(안)에 관한 수신자 의사에 반(反)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네트워크정책국
다 사항
정보(스팸)에 대한 신고접수가 급증하여 스팸 (개인정보보호윤리과)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 보고

※ 회의진행 순서 및 공개여부는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 : 의안조정팀(전화 : 750-167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비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