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11. 6. 24.(금) 09:00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

3. 참석위원 : 최시중 위 원 장
홍성규 부위원장
김충식 상임위원
신용섭

상임위원

양문석

상임위원 (5인)

4. 불참위원 : 없 음
5. 회의내용
가. 성원보고

나. 국민의례

다. 개회선언

라. 회의공개여부 결정

마. 전차회의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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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의결사항
1) 위성방송 수도권 지상파 HD방송 송출중단에 대한 ㈜에스비에스 ․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양사 의견청취(안)에 관한 건 - (2011-37-124)
o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수도권역의 SBS HD방송 송출 중단
(총 48일 : ‘11. 4. 27.～’11. 6. 13.)으로 이들 지역 위성방송 HD방송 시청자(약 48만)의
이익이 현저히 저해됨에 따라, 원안대로 ㈜에스비에스 및 ㈜케이티 스카이라이프에
대하여 방송법 제99조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 여부를 의결하기에 앞서, 차기 회의에서
양사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의결함.
※ ㈜문화방송의 경우 방송송출 중단기간이 비교적 짧고(6일), 위원회의 중재에 협조하여 협상이
조기에 타결된 점을 고려하여 의견청취 대상에서 제외

o ㈜에스비에스 및 ㈜케이티 스카이라이프의 방송법 위반사항
① [㈜에스비에스] ㈜케이티 스카이라이프와의 재송신 분쟁을 사유로 총 48일간 수도
권역의 HD방송 신호 송출을 중단하여 위성방송 수도권역 HD방송 시청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함
② [㈜케이티 스카이라이프] 유료시청자를 모집하여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성방송
사업자로써 유료시청자의 시청권을 적극 보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수도
권역의 SBS HD방송 송출중단 사태를 상당 기간(총48일) 방치하여 수도권역 HD방송
시청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함
2) (주)KT의 PCS사업(2G 서비스) 폐지 승인에 관한 건 - (2011-37-125)
o 황철증 네트워크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사업의 휴지․
폐지)에 따라 KT가 신청한 기간통신사업 일부(PCS사업) 폐지 승인신청에 대하여
KT 2G 이용자 수*가 많고 이용자 통지기간(3. 28~현재)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
하여, 가입 전환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뒤, KT가 승인 절차를 다시 밟도록 하고 승인을
유보하는 제3안으로 의결함.
※ KT의 2G 서비스 이용자수(‘11. 5월말) : 81만명

사. 보고사항
1)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서비스 재판매 제공에 관한 사항
o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텔링크(SKT 지분 83%)가 MVNO로 등록함에 따라, SK텔레콤과
자회사간 MVNO 계약 추진 관련 조치 방안에 대해 황철증 통신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받고, MVNO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자회사의 MVNO 시장 진입을 일정기간 유예
하도록 하는 제2안으로 접수함.

- 2 -

아. 기 타
1)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
o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개최일시는 추후 결정하기로 함.

6. 폐 회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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