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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재지상파TV는아날로그방송과디지털방송이

동시에 제공되고 있다. 시청각 장애인 및 노인계층을

포함한사회적으로취약한소외계층은일반인들과다

른 신체적 약점으로 인해 방송을 원활하게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정부는 이러한 방송소외계층의 방

송접근성을높이기위해서관련 협회와방송국에제

작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방송을 제작 편성하도록 하

고, 장애인들에게는외장형자막방송수신기나화면해

설방송수신기와같은수신보조기구를보급해왔다.

그러나 2012년에 아날로그방송이 종료되고 디지털

방송으로전환하게되면아날로그TV 수상기를가지

고있거나아날로그수신보조기기를보유한시청자

들은지상파방송을수신할수없게된다. 최근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장비가

보급되고 있지만, 장애인/노인을 포함한 사회적 소외

계층은 이러한 디지털 정보기기에 대한 접근과 정보

이용능력이 미치지 못하여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 문제가대두되고있다.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DMB, IPTV 등 새로운 방송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만, 방송소외계층이이용할수있는프로그램이적고,

접근할수있는방송기기가부족하다면이들이정보

를습득하고사회적으로소통할수있는기회가오히

려감소하게된다. 본고에서는이러한문제인식을바

탕으로디지털방송전환이후방송소외계층의지상파

방송이용시발생할수 있는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

방안으로 디지털 방송 기기의 개발현황 및 보급현황

을살펴보고개선점을제안하고자한다. 

Ⅱ.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를 위한
디지털 기기

현재서비스되고있는시청각장애인을위한방송

공공성을 위한 방송기술

▫ 김광호, 이영주, 이옥기 / 서울산업대학교 IT정책연구소

디지털디바이드해소를위한

디지털기기개발및보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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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의유형은크게일체형디지털TV 수상기, 외장

형 자막방송 수신기, 그리고 화면해설 방송 수신기

를 들 수 있다. 그동안 자막방송과 화면해설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서는 아날로그 TV에 외장형 수신기

를 별도로 부착해야 했으나, 새롭게 개발된 일체형

디지털 TV 수상기와 DtoA 수신기에 자막방송과 화

면해설방송수신기능이내장되어출시되고있다.   

1. 일체형 디지털 TV 수상기

현재우리나라에서생산되고있는거의모든디지털

TV 수상기는자막방송수신기능과화면해설기능이내

장되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방송통신

위원회에서도2012년부터생산되는21인치이상의디

지털TV는자막방송수신칩을의무적으로내장하도록

2009년 3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 처리하였다.1) 외장

형 자막방송수신기 가격이 한 대에 13만원 내외인데

반하여TV에자막방송수신칩을내장할경우칩의가

격이 개당 8천원 내외이기 때문에 별도의 자막수신기

를보급하는것보다디지털TV 수상기를보급하는것

이보다효율적이라는판단때문이다. 디지털수상기는

2012년 아날로그 방송 종료 이후에도 별도의 셋탑박

스없이지상파디지털방송을직접시청할수있는수

신 장비이며, 또한 청각 장애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포함하여한국어를문자로인식할수있는수용자들이

유용하게이용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한편 Digital to Analogue(DtoA) 수신기는아날로

그 TV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는 시청자를 위한 장비

로서, 방송사에서 전달되는디지털 신호를아날로그

신호로 전환해서 아날로그 TV를 통해 디지털방송

을 시청가능 하도록 해주는 장비이다.2) 디지털 TV

수상기 보급이 예상보다 저조한 우리나라로서는

DtoA 수신기보급의중요성이더욱커지고있다. 

자막방송 기능과 화면해설방송 기능이 포함된 디

지털TV의경우별도의장비없이디지털방송을수

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 측면에서 매우 편리

1) 삼성전자의디지털방송수신가능TV는모델명에D, F를포함시켜서아날로그TV와구별을할수있도록했고, LG전자의경우도모델명에D가포함

되는TV는디지털방송수신이가능하다. 디지털방송수신가능모델명예: CT-29Z50DQ, UN40B6000VF 등, 디지털방송수신불가능모델예: CT-21Z57

2) 우리나라에서는(주)디지털스트림과매크로영상기술등셋탑기술을가진8~10 여개의업체가DtoA수신기를생산하고있다. 

디지털TV(삼성, LN46B750U1F) DtoA 수신기(디지털스트림, DSP7500)

<그림 1> 디지털 TV와 DtoA 수신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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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화면이 큰 고화질의 수상기의 경우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보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아날로그 TV 수상기를 보유하는 가구는 상대

적으로 저렴한 DtoA 수신기를 부착함으로써 디지

털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자막 방송

과화면해설방송을수신하기위해서는여전히별도

의셋탑박스가필요하다. 

이상 지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개발된

DtoA 수신기는디지털신호를아날로그신호로전환시

켜줄뿐만아니라, 자막방송과화면해설방송을모두지

원할수있도록고안되었다. 디지털TV 수상기와다름

없이 리모컨의 버튼 하나로 자막방송이든 화면해설방

송이든 원하는 방송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된 것이

다. 외장형자막방송수신기는자막의글꼴, 폰트, 자막

위치를 조절할 수 있으며, DVS 수신기는 버튼에 점자

표기가 되어있다. 그런데 DtoA 수신기 가격이 미국이

나일본에비해서상대적으로높은단점이있어보급에

어려움을겪을것으로예상된다. 정부의예산이한정되

어있는상황에서수신기의가격이비쌀경우상대적으

로 수혜자 수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인

들의수요가증가할경우수신기가격을낮추고기기의

성능과편의성을보완한다면보다많은수의시청각장

애인들에게기기를보급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2. 외장형 자막 방송 수신기

그동안청각장애인의이익을보호하고이들의집

단적 의견을 대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한국농아인

협회에서는 외장형 자막방송수신기를 보급해왔다.

최근 방통위에서 2009년부터 자막수신기능이 내장

된 디지털 TV 수상기를 보급하도록 지침이 내려지

면서가장저렴한21인치일체형디지털TV 수상기

제품사진

제품규격 195mm(W)×105mm(D)×34mm(H)

제조회사 디지털스트림(DSP7500)

제품특징 MPEG-2 Video Decoding, MP@ML, MP@HL

비디오포맷: ATSC 18 Formats

비디오출력: 480i(CVBS)

AC-3 Audio(DD) Decoding Digital Multi-Lingual

안테나입력: IEC 169-2, Femal(F-Type), 75 Ohms

입출력단자: CVBS(Composite), RF Output(CH 3/4), L/R, RF Output(CH 3/4)

채널범위: CH2~69

방송규격: ATSC(8VSB)

한글자막/화면해설방송/EPG 지원

가격 99,000원(옥션가격)

<표 1> DtoA 수신기 특성

* 출처 : 디지털스트림 http://www.dstreamtech.com/ “제품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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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부예산으로보급되고있다. 

디지털 TV 수상기는 자막과 영상을 선명하고 깨

끗하게 볼 수 있고 간편하게 자막 방송이나 화면해

설방송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보급

형 TV 수상기가 21인치이기 때문에 화면이 작아서

자막 인식률이 떨어진다는 결정적 단점이 있다. 현

재많은시청자들이상대적으로화면이큰아날로그

TV를 이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21인치 수상기

에대한만족도는현저히낮을수밖에없다. 

반면그동안협회에서보급해왔던외장형자막방

송 수신기는 안테나선을 입력(IN PUT)으로 받아서

출력(OUT PUT)으로 TV나 모니터에 연결할 수 있

으며, 아날로그 TV와 디지털 TV 모두 수신할 수 있

다. 그밖에PDP, LCD 등모든디지털기기와연결이

가능하며, 디지털신호를아날로그로전환해주는 디

코딩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다. 기존 외장형 자막 방

송 수신기에서는 TV 수상기와 연결했을 때 화면이

흐려지거나 잡음이발생하는 문제가있었으나, 최근

개발된외장형자막방송수신기는이러한문제점도

거의해결함으로써품질개선이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수신기기의 장단점으로 인해 한국농아

인협회에서는 방통위 예산으로는 디지털 TV 수상

기를 보급하고 있으며, 자체 확보한 예산으로는 외

장형 자막방송수신기를 방송소외계층에게 분배하

고 있다. 제품 가격은 21인치 디지털 TV 수신기와

DtoA 수신기 기능이 포함된 외장형 자막 방송 수신

기모두동일하게20만원선이다. 

3. 화면해설 방송 수신기

화면해설방송 수신기의 외관은 라디오처럼 생겼

으며TV 모니터없이휴대할수있다. 수신기는외부

일체형디지털TV 수신기 외장형자막방송수신기

제품사진

제품규격 21인치 30 ×20 ×5(단위Cm)

제조회사 LG 매크로영상(MDR-1000)

•디지털TV(SD급) •디지털& 아날로그방송자막수신자막크기, 폰트, 위치

•디지털ㆍ아날로그자막방송수신 •이전자막보기, 자막녹화가능

•슬림형완전평면브라운관TV •디지털/아날로그TV, PC 모니터연결ATSC 규격의18가지영상

제품특징 •자막위치/폰트/글꼴조절기능없음 포맷을모두지원하고, SD/HD급화질디지털TV, PDP, LCD 등디스플레이, 

•일반아날로그TV등모든기기와연결가능

•5.1 채널돌비디지털(AC-3) 음성출력가능(별도외부앰프필요)

•자동채널설정및선호채널설정기능

예산 방송통신위원회지원 협회자체예산

가격 20만원 20만원

<표 2> 자막 방송 수신기의 유형

출처 : 한국농아인협회(2009),자막방송수신기 보급 제품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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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과 안테나, MP3 player, 이어폰과 헤드폰 연결

단자등으로구성되어있다. 수신기에포함된기능은

TV 채널을 수신하는 것 외에 FM 라디오 방송 수신

기능도 포함되어있고, DC전원과 베터리 모두 사용

가능하며, MP3 player를 이용하여 화면해설방송의

녹음도 가능하다. 화면 해설 방송 수신기는 난시청

지역을제외한모든지역에서수신이가능하며, 최근

개발된 수신기는 아날로그 방송뿐 아니라 디지털 방

송을수신할수있는안테나까지부착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화면해설방송 수신기는 유료 방송 케

이블TV의셋탑박스와연결하여방송수신도가능해

지면서 다매체 환경에 적합하게 발전하고 있다. 또한

화면해설방송을 이용하는 시각 장애인에게 적합하도

록수신기를조작하는버튼에점자표시가되어있다.

특히 시각 장애인들이 화면해설방송 수신기를 자주

휴대하고 다니는 점을 고려하여 휴대가 편리하도록

디자인이고안되어기기의사용용이성이개선되었다. 

또한리모컨은크기가작아점자표시가되어있지않

지만, 제품메뉴얼에리모컨을사용하는방법이제시되

어 있다. 하지만예전보다기능이한층개선된보급형

화면해설방송수신기는기존13만원에서19만원으로

가격이상향조정되면서보급에어려움이예상된다.  

Ⅲ.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를 위한
디지털 기기 보급현황 및 확대계획

다음에서는 방송소외계층을 위한 디지털 기기가

전국적으로어느정도보급되었는지그현황을살펴

보고 2012년 디지털 전환을 기준으로 수립된 향후

확대계획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1. 디지털 TV 수상기 보급률

현재우리나라에서의디지털TV 수상기의보급률

은 47.9%로 미국, 영국, 일본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제작업체 한국전기산업(주) HK3000, HK-D4000

•아날로그및디지털방송수신가능

•케이블TV, 위성TV 의셋탑박스연결시125개채널수신가능

•음성다중수신가능(주/부음성선택수신가능)

•음성다중선택스위치및스피커내장

•외부안테나IN/OUT, 오디오/비디오OUT 단자(TV 연결단자)

•DC 전원사용, RF OUT (3.4 CH Switchable)

•표준3.5ø이어폰소켓내장

•각버튼에점자표기

•mp3 player 기능

•TV수신중녹음가능(확장자WAV), 육성녹음가능

(Microphone 내장)

•리모컨조정

•수신상태, Power ON  LED 표시기능

•휴대및이동이편한COMPACT DESIGN(Battery 내장형)

예산 방송통신위원회지원

보급시기 ~2008년 2009년

가격 13만원(비매품으로별도판매하지않고전액무료로보급) 1 9만원(공공기관납품)

<표 3> 보급형 화면해설 수신기

*출처 : 한국시각장애인협회(2008) DVS 수신기 홍보물

•공중파TV(5개채널), 케이블TV(125개채널) 다수채널확보가능

•음성다중(주, 부음성선택수신), 스테레오수신기능

•DC전원/ 베터리사용가능

•수신대역: 50Mhz ~ 800Mhz   (최소범위)

•외부안테나IN, 오디오/비디오OUT단자, TV연결단자

•이어폰및헤드폰소켓내장

•난시청지역을제외한모든지역에서DVS 수신가능

•MP3 Player / FM라디오 기능/ TV/FM라디오녹음기능

제품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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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머무르고있다(09년6월기준). 2009년6월12일

로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된 미국의 디지털 TV 수상

기의보급률이96.4%로가장높고, 우리와동일한시

기에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될 예정인 영국도 88.2%

로우리나라에비해상대적으로보급률이높다. 

그동안 디지털 TV의 보급률이 저조한 것은 아날

로그 방송 종료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부족하고, 고

화질 HD 기능이 포함된 고가의 디지털 TV 수상기

에의 가격저항력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방송 프로

그램의 제작 및 송출 시설을 디지털화해야 하는 방

송사의경영상태가최근악화되면서방송사가적극

적으로임하지않는것도요인으로작용하였다.

2012년 아날로그방송 종료 후에도 많은 시청자들

이지상파TV를그대로시청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

는디지털TV 수상기를구입하지않고기존아날로그

TV를 이용할 수 있는 DtoA 수신기에 대한 홍보와 보

급을 더욱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방송소외계

층이 지속적으로 자막방송, 수화방송, 그리고 화면해

설방송을이용하는데불편을겪지않기위해서는남은

3년동안정부예산을충분히확보하여이들이필요한

디지털기기의보급을확대할수있어야할것이다. 

2. 자막 방송 수신기의 보급현황 및 계획

지금까지 정부와 한국농아인협회를 통해 보급된

자막방송 수신기는 총 37,000여대이다. 자막 방송

수신기보급현황을연도별로살펴보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매해 3,000대 보급되다가, 2006년

5,000대, 그리고 2009년에는 목표치를 13% 이상

넘어서서 디지털 TV 수상기 약 7,300대 외장형 자

막 방송 수신기 500대가 보급되었다. 방송통신위원

회에서는3) 2008년부터는 디지털 방송 수신이 가능

한 TV일체형을 보급할 것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두가지유형이보급되고있는것이다. 

2008년 기준으로 등록된 우리나라의 청각장애

인 수는 228,952명, 저소득계층은 47,622명으로

수신기의 보급 대상이 총 276,574명에 해당된다.

그러나 그동안 보급된 기기는 약 30,000대 가량으

로 청각 장애인 기준으로 현재 13% 정도에 머무르

고 있다. 방통위의 수신기 보급 계획에 따르면

2012년에는 약 20%까지 증가하게 되지만, 전체 청

각 장애인 수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며, 방

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해서

는 자막방송수신기 보급을 더욱 늘려야 할 것이다. 

3. 화면해설방송수신기보급현황및세부계획

화면해설방송 수신기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1~3급의 등록 시

각장애인에게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화면해설방송

을수신하기위해서는SAP라는별도의수신컨버터

나 내장된 TV 수상기가 필요한데 최근 출시되는 디

3) 방송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지원사업현황(2009.7)

* 출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 의원, “주요국 디지털TV 보급률 현황”, (2009.9.18)

미국 영국 일본 한국

디지털TV 보급률 96.4% 88.2% 60.7% 47.9%

아날로그방송종료시기 2009. 6. 12 2012. 12. 31 2011. 7. 24 2012. 12. 31

<표 4> 주요국 디지털 TV 보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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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 TV 수상기에는 음성다중기능을 이용하여 화

면해설방송을수신할수있다.  

화면해설방송 수신기는 2002년부터 방통위의 예

산으로 연간 1,000대씩 보급되기 시작하여, 2006년

부터는 5000대 이상 보급되고 있다. 누적보급률도

2006년 5.3%, 2007년 7.8%, 2008년 8.1%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9.1%의 보급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화면해설방송 수신기의 유형에

있어서 2008년까지 보급된 수신기는 아날로그 방

식이었으나 2009년부터는 아날로그 방송과 디지털

방송을 겸용할 수 있는 장비가 보급되고 있다. 당초

2009년 목표치는 5000대였으나, 디지털 방송수신

모듈이 추가되면서 수신기 가격이 상승하여 보급할

수신기수가4000대로소폭감소하였다. 

현재 화면해설방송 수신기의 보급이 자막방송 수

신기 보급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이같

이 보급률이 낮은 이유는 예산 부족과 화면해설 방

송 프로그램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방송사가 준수해야 하는 자막방송의 비율

이90% 이상인데반해, 화면해설방송은10%로상대

적으로적다. 그럼에도불구하고방통위에서는2012

년까지 시각장애인의 20%까지 자막방송 수신기의

보급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증가시킬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2012년까지 시각 장애인의 20%에

해당하는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을확보하고, 보다많은수혜자에게혜택이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적정 가격에 화면해설방송 수신기를

보급할수있는계획을세워야할것이다.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DtoA 수신기보급의문제점및개선방안

DtoA 수신기는 디지털 TV 수상기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저소득계층과 방송소외계층의 경

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DtoA 장

비를 구매하기 원하는 가정에서 40달러 할인쿠폰을

구 분 2008년
확대계획안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청각장애인 228,952명 257,810 290,305 326,896 368,099

저소득계층(차상위계층) 47,622명 53,624 60,383 67,994 76,565

자막방송수신기 누적보급대수 30,087대 37,587 50,580 63,572 76,565

청각장애인누적보급률 13% 14% 17% 19% 20%

저소득계층누적보급률 63.2% 70.1% 83.8% 93.5% 100.0%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소외계층 지원종합계획“ (2009년 3월)

<표 5> 자막 방송 수신기 보급률 및 보급 계획

<표 6> 화면해설방송수신기보급을위한지원액과보급량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지원사업 현황 자료”,
(2009년 7월 8일)

구분 방통위지원금 DVS 수신기보급량 누적보급률

2002 115,000 1,000대 -

2003 113,000 1,000대 -

2004 252,000 1,800대 -

2005 228,000 2,052대 -

2006 549,946 5,000대 5.3%

2007 650,000 6,000대 7.8%

2008 198,000 1,524대 8.1%

2009(예상) 660,000 5,000대 9.1%

합계 2,765,946 23,376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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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2장씩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원할 경우

고급사양의TV 수상기도구매할수있도록하고있

다. 일본은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무조건 DtoA 장비

를 지급함으로써 기존의 아날로그 TV를 디지털방

송전환이후에도사용가능하도록하는점에서차별

화된다. 영국은 저소득계층이 아닌 75세 이상의 노

인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DtoA 수신기를 직접 설

치해주거나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방송소외계층

에가장적극적으로DtoA 보급에앞장서고있다. 

이외에도 케이블방송이나 위성방송을 시청하는

가정의 경우 별도의 방송수신 셋탑박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날로그 TV를 통해서도 지상파 디지

털방송을수신할수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012년까

지 약 397만 가구에 DtoA 수신기를 보급할 계획이

나, DtoA 수신기의 가격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장애인계층까지

확대하기위해서는현재보다많은예산확보가필요

하다. 국내에서도 DtoA 수신기를 통해 저렴하게 디

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수요 증

가에따른가격인하를유도할필요가있다. 

한편 장애인 입장에서 자막방송이나 화면해설방

송 기능이 포함된 DtoA 수신기가 보급되는 것이 바

람직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히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전환하는 기능만 내장된 DtoA 장

비만 갖출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방송

수신기기와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향후 방통위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DtoA 수

신기의품질인증기준을마련할필요가있다.   

2. 일체형 디지털TV 수상기 보급 계획의

개선방안

현재보급되고있는자막방송수신기는TV에자막

방송수신칩이내장된디지털TV 수상기와외장형자

막방송 수신기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에서는디지털TV 수상기에들어가는자막방송수신

칩이개당8000원이고, 사용이보다편리하다는점에

서2009년부터일체형디지털TV 수상기를보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보급되는 수상기는

브라운관의 크기가 21인치로 매우 작아 화면에서의

자막인식률이떨어져사용편리성이떨어진다.  

이에 따라 한국농아인협회측은 별도의 예산을 마

련해서 아날로그/디지털 TV 수신기 모두 사용가능

한 셋탑박스를 보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예

산이 제한되어있어 이 또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실정이다. 따라서방통위에서협회

에서 보급하는 수신기의 유형을 21인치 디지털 TV

수상기로 한정하지 않고, 일체형 자막방송수신기나

디지털TV 수상기중선택할수있도록함으로써수

구 분 2008년
확대계획안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시각장애인 236,760 258,462 282,153 308,015 336,248

저소득계층(차상위계층) 49,246 53,760 58,688 64,067 69,940
화면해설방송

누적보급대수 18,436 23,436 37,799 52,161 69,940
수신기

시각장애인누적보급률 7% 9% 13% 16% 20%

저소득계층누적보급률 37.4% 43.6% 64.4% 81.4% 100.0%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소외계층 지원종합계획“(2009년 3월)

<표 7> 화면해설방송 수신기 보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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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자들의만족도를제고할필요가있다. 

3. 화면해설방송수신기보급계획의개선방안

디지털화면해설방송장비는시제품을테스트중이

며, 2009년12월까지약4,000대를보급할예정이다.

수신기의 보급현황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시각장애인과일반인이함께사는혼합가정

의 경우 화면해설방송 수신기로 TV시청을 함께 할

수없기때문에TV와의결합제품을선호하는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각장애인들은이동할때화면해설

방송 수신기를 휴대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장애인

들이 휴대하기에 용이하도록 수신기의 크기와 중량

을적합하게고안할필요가있다. 또한수신기를이동

할 때마다 수신 상태가 원활하지 못하므로 안테나의

성능을 보다 제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아날로

그 방송이 완료되고 디지털방송으로 전환되었을 때

현재까지보급된장비를사용하여DtoA 장비와연결

될수있도록DtoA 장비개발시고려해야할것이다.  

화면해설방송 수신기 보급의 문제는 업체 선정의

문제부터시작된다. 지금까지장비생산업체는입찰방

식으로 선정되고 있지만, 입찰에 참가하는 회사들은

중소기업들인데, 시장수요가적고정부에서도구매예

산을 확대하지 않아 화면해설방송 수신기 장비 생산

을 중단하는 업체도 많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생산하

기 위해서는 방통위에서 지원 범위를 장비보급에서

장비를생산하는업체까지일부확대할필요가있다.  

Ⅴ. 결 론

그동안 방송소외계층에게 지급되어 온 장비의 대

부분은 아날로그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아날로그

장비이다. 따라서 기존 장비로는 2012년부터 방영

되는 디지털 방송을 수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DtoA 수신기의 경우 기존 아날로그 TV를 활용하여

디지털 방송을 수신할 수 있지만 DtoA 장비의 보급

대상은 장애인이 아닌 저소득층이며, 장애인들에게

얼마나 혜택을 부여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또한

자막방송과 화면해설방송 기능이 모두 포함된

DtoA 수신기는디지털TV 수상기만큼가격이높다.

따라서 고사양의 DtoA 수신기를 구입하는 것보다

는차라리디지털TV 수상기를구입하는편이낫다. 

그러나대다수의시청각장애인은외장형자막방

가격 지원내용 예상비용

한국
A사73,990원 저소득층에게2011년(243억), 2012년(365억) 기기가격6만원, 설치비대당1.5만원

B사123,000원 들여DtoA장비보급계획(297.2만가구) 안테나2.5만원, 총1,040억원

미국
C사55,000원 DtoA 장비가필요한가구는1가구당2장까지 33.5백만장, 1,500만달러

D사60,000원 40달러할인쿠폰신청가능(쿠폰1장당1개구매가능) (쿠폰비용+행정비용)

일본
50,000원 기초생활수급권자(약120만세대)를대상으로

(판매예정) DtoA 장비를지급

영국
75세이상노인과장애인들을위해DtoA 설치를

지원금40파운드, 총6억파운드
지원하거나보조금지원

<표 8> DtoA 수신기 가격 및 지원내용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방송전환연구”,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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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신기나화면해설방송수신기의사용에익숙하

고더편리하다. 그리고아날로그TV 수상기를보유

한 많은 시청자들을 위해 여전히 외장형 수신기가

필요할것으로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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