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이
종료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디지털 전환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가••도와드립니다.
•
지금 바로 1 2 4로 전화하세요!

지역별로 종료일정은 달라요!
울산

충북

경남

부산

대전·세종·충남

8월 16일 14시

9월 24일 14시

10월 4일 14시

10월 9일 14시

10월 16일 14시

전북

강원

광주·전남

대구·경북

서울·수도권

10월 23일 14시

10월 25일 14시

10월 30일 14시

11월 6일 14시

12월 31일 04시

※ 충북지역은 추석기간(9.29 ~ 10.1) 정부지원 신청을 고려하여 KBS는 10월 2일에 종료 예정.
※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이 이미 종료된 지역 : 울진군, 강진군, 단양군, 제주도

정부지원 콜센터(무료) ☎124

❶

정부지원 받으세요

안테나를 통해서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는 가구
아날로그 TV보유

안테나를 통해 TV방송을 시청

지
원
대
상

+

저소득층 가구

정
부
지
원
내
용

접
수

일반 가구

노인•장애인 가구

▶	디지털컨버터 1대
무상지원

▶	디지털컨버터 1대
일부지원

▶	디지털컨버터 1대
일부지원

※	필요시 안테나 개•보수
무상지원

☞	자가 부담금 2만원

☞	자가 부담금 2만원

▶	안테나 개•보수지원

※	필요시 안테나 개•보수
무상지원

또는
▶	디지털TV 구매보조금
(10만원) 지원

☞	자가 부담금 3만원

저소득층 가구

노인·장애인/일반 가구

전화

124번(무료)

124번(무료)

방문

주민센터

우체국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
OK주민서비스(www.oklife.go.kr)

민원24(www.minwon.go.kr)

유료방송에 가입했거나 디지털TV를 보유한 가구라도 안테나를 이용하여 아날로그TV로 방송을 시청
하는 가구는 정부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부지원은 가구당 1회에 한하여 지원해 드립니다.)

❷

디지털 방송 전환 준비~

공동주택(아파트) 시청자의 디지털 전환 준비 방법
디지털신호를
아날로그로 변환

아날로그
TV

디지털신호
지상파방송사

디지털
TV

아파트 관리 사무소

✔아
 날로그 TV의 경우 : 안테나와 공시청 설비(헤드엔드 시스템) 개ㆍ보수 필요
※ 안테나와 헤드엔드 시스템이 디지털로 개선된 경우는 TV시청 가능
(단, 안테나를 디지털로 개선하였으나, 헤드엔드 시스템이 없는 경우는 '디지털컨버터' 정부지원 시청 필요)

✔디
 지털 TV의 경우 : 디지털 안테나(UHF)로 개ㆍ보수 필요
※ 안테나를 디지털안테나(UHF)로 개선되었으면 별도 준비없이 TV 시청 가능

✔유
 료방송 연결 TV의 경우 : 별도 준비 없이 현재처럼 TV 시청 가능

일반주택 시청자의 디지털 전환 준비 방법

디지털 컨버터
지상파방송사

일반주택

✔아
 날로그TV(ATV)가 있는 경우 : 정부지원 신청
※자
 세한 내용은 ❶

정부지원 받으세요 참조

✔유
 료방송 연결TV의 경우 : 별도로 디지털전환 준비 불 필요
※ 유료방송을 시청해도 직접 수신하는 아날로그 TV를 보유한 경우에는 정부지원 신청 가능

✔디
 지털 TV(DTV)만 있는 경우 : 디지털 안테나(UHF) 설치 필요
※디
 지털 안테나 구입은 우체국, 가전사 대리점, 인터넷(디지털마당)에서 구입할 수 있음

✔D
 TV와 ATV를 동시에 보유한 경우 : 직접 수신하는 아날로그TV에 한하여 정부지원 신청
☞ 정부지원 신청은 가구당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❸

디지털 방송 전환

디지털방송 전환 준비를 하지 않고 아날로그 TV와
안테나로 TV를 시청할 경우 아래처럼 더 이상 TV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아날로그 TV방송 종료 전

아날로그 TV방송 종료 후

※	위와 같은 현상은 안테나를 통해 지상파 아날로그 TV 방송을 시청하시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매월 요금을 납부하는 유료방송 가입가구는 별도의 수신기기(디지털TV,
디지털 컨버터)를 준비하지 않아도 현재처럼 TV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 지상파 방송이란?

KBS1, KBS2, MBC, SBS 등 지역민방, EBS
방송을 의미합니다.

유료방송 시청자의 피해방지 방법

✔ 유료방송 가입 가구는 현재처럼 TV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 디
 지털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디지털 방송으로 교체를 강요하는 경우에는

☎1335번으로 신고해 주세요
※ 이 홍보물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