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ICT로 사람중심의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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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I CT 규제 샌드박스(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한국케이블
TV방송협회 등) ) 실증특례 지정 통보

1. 관련
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등
나. 디지털신산업제도과-1503호(2021.6.23. , 제19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결과)
2. 위 관련,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 '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실증특례를 지정합니다.
가. 신청자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LG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 현대HCN, 한국케이블
TV푸른방송, 남인천방송,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JCN울산중앙방송,
CCS충북방송, 금강방송, 서경방송, KCTV제주방송
나. 사업명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
다. 유효기간 :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고 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
라. 실증특례 범위 및 조건
ㅇ (특례내용) 신청기관이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 ' 를
할 수 있도록 2년간 실증특례 부여
ㅇ (실증범위) 정부‧지자체 주관 소비 촉진행사 기간에 한정하여 종합유선방송 지역
채널 가입자를 대상으로 커머스 방송 서비스 제공
ㅇ (조건) 다음의 부가 조건 준수 필요
< 부가 조건 >
1.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서비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사와 연계하여 할 수 있다.
가. 대한민국 동행세일
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최 · 주관 행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사
2.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서비스의 방송기간은 행사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행사 주최 ·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행사기간 전‧후로 각각 2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3.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서비스의 방송은 1일에 총 3시간 안에서 3회 이내로 하되,
주시청시간대*에는 할 수 없다.
* (평일) 오후 7시～오후 11시, (토요일 · 일요일 및 공휴일) 오후 6시～오후 11시
4.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서비스를 위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농 · 수 · 축산인의 상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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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의 상품 선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6.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서비스의 방송내용물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7.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서비스 방송화면의 상단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임을 시청자가
알 수 있도록 자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8.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실증특례와 관계없이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 · 재허가 · 변경허가시 부과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붙임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서 1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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