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영국의 디지털방송 활성화 비교 분석

세계 최고 수준의 공영성을 갖춘 방송으로 잘 알려져 있는 BBC가 대표하는 영국의 지상파방
송은 공영방송 체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광고로 운영되는 ITV와 소수를 대상으로 한
채널인 Ch4, Ch5 등의 방송사가 있다. 지난 1998년 9월, BBC가 세계 최초로 디지털 지상파
방송을 시작한 바 있으며, 현재 프로그램 연동형 데이터서비스, 독립형 데이터방송 서비스
등을 함께 제공하고 있는 중이다. 영국은 또한 1998년 11월, 세계 최초의 유료 디지털 지상
3)

파방송인 On Digital이 출범하기도 하였다. Granada와 Calton의 공동출자로 출범한 이
방송사는 지난 2001년에는 그 명칭을 ITV Digital로 변경하고, 영국내 유료방송 시장에서
BSkyB와 의욕에 찬 경쟁을 벌였으나 결국 지난 2002년 5월 자금난으로 서비스를 중단하
기에 이르렀다. 이 회사는 결국 2002년 7월, BBC와 BSkyB가 공동출자한 ‘Free To View’
에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었고, 일단 영국내에서 유료 디지털 지상파방송 사업은 막을 내리
고 말았다.
<표 2> 영국의 디지털 지상파방송 사업자 현황
구 분

소유업체

디지털 개시 시기

멀티플렉스

비 고

BBC

BBC

1998. 9.

3개

공중파 방송

ITV Digital*

Calton, Granada

1998. 11.

3개

유료 가입제 방송
2002. 5월 서비스 중단

주: * 2002. 7월, ‘Free to Air’에 인수됨

ITV Digital이 성공하지 못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영국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유료방송 시장을 사실상 장악해 왔던 BSkyB와의 경쟁에서 패배하였기 때문이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지난 1990년 머독이 운영하던 SkyTV가 BSB를 합병하면서 탄생
한 BSkyB는 사실상 영국의 위성방송 시장을 독점하면서 성장을 거듭, 가입자 규모에서 미
국의 DirecTV와 EchoStar에 이어 3위에 오를 정도의 확고한 지위를 차지한 상태이다. 지난
1998년 10월부터 ‘Sky Digital’이라는 디지털 서비스를 시작한 BSkyB는 2001년 9월 아날로
그 송출을 중단하였는데, 이로써 디지털 서비스를 개시한지 채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무려 400만 가구에 이르는 기존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을 사실상 완료하는 놀라운 성공을 보
여준 바 있다. 2002년 9월 현재 Sky Digital은 약 630만 정도의 가입자를 확보, 영국내 유료
3) 영국은 1996년 방송법에 따라 지상파 디지털방송 사업자의 허가에 멀티플렉스(multiplex)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멀티플렉스란 일종의 주파수 블록을 말하는 것으로, 영국은 지난 1997년 총
6개의 멀티플렉스 중 3개를 BBC에, 나머지를 BDB(나중의 On Digital)에 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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