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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선방송 이용 약관

제1조(목적)

 ① 이 약관은 종합유선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현대HCN 새로넷방송 (이하 “사업자”)과 

위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이하 “이용자”)와의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이 약관은 지정된 홈페이지(http://www.hcn.co.kr)에 게시하여 공지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상품”이라 함은 이용자가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채널별 또는 패키지 등 단위별로 

사업자가 구성, 제공하는 기본 상품을 말하며, 아날로그 케이블TV 상품과, 뉴HD 케이블TV 상

품, 디지털 케이블TV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 “선택상품”이라 함은 방송상품 이용자가 개별 기호나 필요에 따라 추가로 선택하여 이

용하는 유료 콘텐츠 상품을 말하며,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TV App 서비스, 유료채

널, 프리미엄채널, 채널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아날로그 케이블TV 상품”이라 함은 이용자에게 사업자가 보내는 아날로그 방송신호를 아

날로그 셋톱박스 등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방송 상품을 말하며, 국민형, 훼밀리형, 훼밀리

플러스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1. “뉴HD 케이블TV 상품”이라 함은 사업자가 보내는 8VSB로 변조된 방송신호를 셋톱박스 

없이 디지털TV에 제공하는 고화질 방송 서비스 상품을 말하며, “뉴HD-국민형 패키지”, 

“뉴HD-훼밀리형 패키지”, “뉴HD-훼밀리플러스형 패키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디지털케이블TV 상품”이라 함은 사업자가 보내는 디지털 방송신호를 디지털 셋톱박스 등

을 이용하여 제공 및 판매하는 방송상품을 말하며 “디지털 골드HD 패키지”, “디지털 실

버HD 패키지”, “디지털 프라임HD 패키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패키지”이라 함은 채널의 특성, 이용자의 기호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여러 개의 채널 

및 서비스 등을 묶어서 함께 제공하는 방송 상품을 말합니다.

 5. “아날로그 의무형 패키지”라 함은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최저 가격의 패키지로 방송법

상 의무 송신 채널 등으로 구성된 최소 단위의 아날로그 케이블TV 패키지를 말합니다.

 6. “디지털 실버HD 패키지”라 함은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최저 가격의 패키지로 방송법

상 의무 송신 채널을 포함한 다양한 채널로 구성된 최소 단위의 디지털케이블TV 패키지

를 말합니다.

 7. “디지털 골드HD 패키지”이라 함은 디지털 실버HD패키지에 추가하여 “유료채널” 및 “프리

미엄 채널”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채널이 시청 가능한 패키지를 말합니다. 

 8. “유료채널” 및 “프리미엄 채널”이라 함은 이용자가 채널 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가 제공하는 개별 채널 방송 상품을 말합니다.

 9. “오디오 패키지“라 함은 라디오 방송 수 개의 채널을 묶어서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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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10. "결합상품“라 함은 이용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아날로그, 디지털)과 인터넷 상품(모

뎀, 광랜, VDSL, 셋톱모뎀, 이더넷 방식 등) 또는 인터넷 전화 상품을 동시에 가입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1.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 Video On Demand)”라 함은 디지털 케이블TV 서비스 상

품 이용자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콘텐츠 단위로 구

매하고 이용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① “월 단위 구매(PPM : Pay Per Month)"라 함은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콘텐츠를 별도

의 패키지로 구성하고 월정액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시리즈 단위 구매(PPS : Pay Per Series)"라 함은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콘텐츠를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묶어서 제공하는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패키지를 말합니다.

③ “편당 구매(PPV : Pay Per View)"라 함은 이용자가 개별 콘텐츠 단위로 선택 이용할 수 있

도록 제공하는 상품으로 이용 편당 요금을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④ “무료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FOD : Free On Demand)”라 함은 사업자가 무료로 제공하는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서비스를 말합니다.

⑤ “VOD&채널 패키지”라 함은 VOD와 채널을 동시 이용할 수 있는 묶음 상품 서비스를   말

합니다. 

 12. “TV App 서비스”이라 함은 음성,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하고 고

객의 요청시 콘텐츠를 스트리밍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3. “이용시설”이라 함은 종합유선방송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댁내, 구내에 설치하는 

구내 전송선로설비, 셋톱박스 등 이용자설비를 말합니다.

 14. “셋톱박스”라 함은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을 이용하기 위해 설치한 장치 혹은 디지털 케

이블 이용하기 위하여 구내전송선로설비의 단말에 설치하는 채널선택, 암호 해독 기능을 

내장한 장치를 말합니다. 

 15. “케이블 카드 (Cable Card)"라 함은 이용료를 납부하는 이용자만이 방송 프로그램 등을 

볼 수 있도록 제한수신기능을 수행하는 카드 형태의 부품을 말합니다.

 16. “스마트 카드 (Smart Card)”라 함은 셋톱박스에 장착하여 보안, 인증 기능을 수행하는 

카드를 말합니다. 

 17. “방송 구역”이라 함은 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구역으로 방송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을 말합니다. 

 18. “복수 이용자”라 함은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2대 이상의 이용 시설 (하나 또는 복수의 

건축물에 자가 방송설비와 연결하여 시청하는 경우에는 종합유선방송을 이용키로 약정한 

TV수상기 대수를 기준으로 함)을 설치한 이용자를 말합니다.

 19. “공동 주택”이라 함은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을 말합니다.

  20.  “일시 이용 정지”라 함은 이용자의 사유로 인해 일정 기간 서비스 정지를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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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말합니다.

  21. “이용 중단“이라 함은 이용자가 의무를 위반하여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2. “이용  휴지”라 함은 이용 불가 지역으로의 설치 변경 또는 기술상의 사유 등으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시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경우를 말합니

다.

 23. “이전 설치비”라 함은 이용자가 방송 구역 내에서의 전입, 이사 등으로 인하여 이용시설

을 이전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24. “재연결비”라 함은 이용자의 요청 및 이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사용이 이용 중단 상태인 

시설을 재연결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25. “댁내 이전비”라 함은 이용자의 요청으로 이용자 댁내에 설치되어 있는 이용 시설의 위

치를 변경하기 위해 행해지는 작업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말합니다. 

 26. “유료 출장 서비스”이라 함은 명백한 소비자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 댁내에 A/S직원이 출

장하여 서비스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설치비, 이전설치비, 재연결비, 댁내 이전비가 발

생하는  경우에는 유료 출장 서비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7. “디지털복지형”이라 함은 셋톱박스 없이 저소득층 보급형 디지털TV수상기만으로 디지털 케이블 

방송 시청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28. “UHD팩”이라 함은 “HD골드형”, “HD실버형” 또는 “HD프라임형”에 추가하여 개별 선택이 가능

한 팩 상품을 말합니다.

 29. “단체수신계약”이라 함은 사업자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에게 같은 조건으로 제

공할 방송상품의 패키지, 요금, 방송수신설비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입주대표회의 또는 

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주체(이하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라 함)의 명의로 체결하는 계약

을 말합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명의로 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사업자의 이용약

관에서 정한 계약은 단체계약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30. “조합형 방송 상품”이라 함은 디지털 기본 방송 상품에 선택형 상품인 월정액(PPM)형 부가서비

스, 유료채널 등을 묶어서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3조(계약의 체결)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성립하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요금, 

할인액 반환금, 채널묶음변경, 해지조건, 결합상품, 청소년보호장치 등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합니

다. 

 ② 종합유선방송 상품을 이용하려는 자는 사업자가 정하는 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

두 혹은 온라인으로 이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이용자는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대리 신청의 경우는 이용자 본인의 위임장 등 이용자 본인의 가입의사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는 것을 청약 완료로 봅니다. 

 ④ 사업자는 이용 신청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승낙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 승  

    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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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용 시설의 설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전송망 설비, 이용 시설의 설치에 상당한 기간 또는 비용이 요구될 경우

     3. 기타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방송통신서비스 

        요금연체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⑤ 사업자는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 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보류할 수 있으며, 

승낙 후에도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의로 신청하거나 허위 서류를 첨부한 경우

 2. 체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재신청하는 경우

 3. 본인의 동의가 없는 제3자의 이용 신청

 4. 신용 불량자의 가입 신청

 5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의 가입 신청

 ⑥ 이용 희망자가 이용 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 본인에게 방송 상품, 이용료, 시

설 설치비 등 계약의 중요 사항을 고지해야 합니다.

 ⑦ 사업자는 이용 신청 시에 접수순서, 전송망 및 이용자의 주거 형태 등을 고려하여 시설 설

치예정일을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⑧ 이용계약이 성립한 후, 사업자는 다음 각호 사항을 포함해 약관 전문이 담긴 별지 “종합

유선방송 수신계약서”와 별표1 “아날로그 케이블TV 요금표”, 별표2 “아날로그 케이블TV 

채널상품 구성표”, 별표3 “디지털케이블TV 요금표”, 별표4 “디지털방송 채널상품 구성

표”, 별표6 “아날로그/디지털케이블TV 할인규정”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한 후 이용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사업자 및 이용자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 

     2. 요금(설치비, 이용료, 보증금 또는 셋톱박스 보증금 및 사용료 등 포함) 및 납입 방법

     3. 이용 시설 설치 전 임의 해제

     4. 계약의 해지

     5. 이용자 변경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항

 ⑨ 기존 아날로그 케이블 TV 이용자가 디지털 케이블 TV로 전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서면 혹은 구두로 신청서 접수, 온라인의 방법 등으로 사업자에게 이용 신청을 하여

야 하며, 디지털 방송 이용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⑩ 사업자는 계약체결이 완료되면, 계약완료 사실을 전화, 전자우편 혹은 문자메시지(SMS)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제4조(이용시설의 설치 전 임의 해제)

 이용자는 해당 서비스 이용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기 설치 이전에는 이용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납입된 시설 설치비와 셋톱박스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제5조(이용시설의 설치 및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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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설 설치 예정 일자에 이용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② 사업자는 시설 설치 예정 일자에 이용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설치 예정일 전일까

지 전화 또는 서면으로 추후 변경된 설치 예정일을 이용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이용 시설의 설치를 위해 자기소유 또는 점유물인 가옥, 부지, 구조물 등을 무상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용자가 세입자이거나 공동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는 이용자의 책임 하에 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임대인 또는 다른 공동주택 거주자

와 협의하는 등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④ 사업자는 이용 시설의 설치, 점검, 수리 및 관리서비스를 위해 이용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

며,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증표를 휴대하여 방문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

용자에게 미리 통보하고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⑤ 이용시설 중 셋톱박스는 사업자가 대여할 수 있으며, 셋톱박스를 대여 받은 이용자는 셋

톱박스 보증금과 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⑥ 사업자가 대여한 셋톱박스는 이용계약 해지 시 즉시 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가 납입한 보증금과 이용료 및 셋톱박스 사용료를 상계한 후 남은 금액을 

즉시 환급해야 합니다. 단, 이용자가 셋톱박스를 직접 구매한 경우는 이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⑦ 셋톱박스가 고장, 훼손되어 교체하는 경우, 이용자는 기존 사용 셋톱박스를 반납해야 하

고,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훼손 및 분실의 경우 별표3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⑧ 이용자는 거주지 변경 등을 사유로 동일한 방송구역 내에서 이용시설의 이전을 사업자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이전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단, 사업자는 전송망 설비, 

이용시설의 설치에 상당한 기간이 요구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설치 기한을 정하여 이용자

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⑨ 사업자는 디지털 방송 상품의 가입 시 또는 셋톱박스 설치 시 대기전력을 이용자에게 사

전 안내하여야 합니다. 

제6조(케이블 카드와 스마트 카드의 관리 및 반환) 

 ① 케이블 카드와 스마트 카드의 소유권은 사업자에 있으므로 이용자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 케이블 카드와 스마트 카드의 훼손, 분실, 도난 발생시 이용자는 즉시 사업

자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② 케이블 카드와 스마트 카드의 훼손이나 변경조작 시도 등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를 위반할 시는 서비스 이용이 중단됩니다. 

 ③ 케이블 카드와 스마트 카드가 고장, 훼손되어 교체하는 경우 이용자는 기존 사용 스마트  

카드를 반납해야 하고,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훼손 및 분실의 경우 별표3에 따

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 처리 후 사업자가 공지하는 일정기간 이내에 

케이블 카드 및 스마트카드를 사업자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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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방송 상품의 구성)

 ① 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 상품 및 선택상품에 대한 상세 내역은 [별표 1,1-1,2,2-1,3,4,5]

와 같습니다.

 ② 사업자는 이용자의 기호를 충분히 고려하여 가격 및 채널의 다양성이 충족될 수 있도록 

방송 상품을 구성해야 합니다.

 ③ “패키지”는 채널 특성 및 이용자 기호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해야 하며, 사업자는 채널

상품을 아날로그 국민형 패키지와 디지털 패키지를 포함하여 3개 이상 구성, 판매해야 합

니다

 ④ 사업자는 특정 종교를 가진 이용자가 다른 종교를 가진 이용자보다 채널상품을 선택하는

데 불리하도록 채널을 구성해서는 안 됩니다.

 

제8조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및 TV App 서비스 이용 및 해지)

①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중 월정액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PPM)는 월단위로 가입하여 

이용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TV화면이나, 전화를 통하여 이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가입 후 전화를 통한 해지 의사 표명이 없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월정액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PPM)는 가입 후 1개월 이내 

해지 시 1개월 요금을 청구합니다.

②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중 시리즈 단위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PPS)는 이용자가 콘텐

츠를 시리즈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TV화면을 통해서 즉시 이용신청

을 할 수 있습니다.이 서비스는 구매 후 취소는 불가합니다.

③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중 편당 구매(PPV) 서비스는 콘텐츠 개별 편당 구매를 의미

하며, TV화면을 통해서 즉시 이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구매 후 취소는 불

가합니다.

④ 월정액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PPM), 시리즈 단위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PPS), 편당 구매 

비디오 서비스(PPV)의 경우, 실제 프로그램 방송 내용이 가이드 채널 등 고시 내용과 차

이가 있어 구매 취소를 요구한 때에는 당해 프로그램 이용 요금을 면제합니다.

⑤ TV App 서비스 이용 중 송출, 사업자의 망 장애 등과 같은 이유로 이용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손실에 대해서 사업자가 책임지며, 콘텐츠 오류, TV App 서비스 사업자의 전송망 

장애 등과 같이 TV App 서비스 사업자의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서비스 이용 장애는 TV 

App 서비스 제공업자가 책임을 집니다. 단, 사업자는 TV App 서비스 제공업자를 성실히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⑥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VOD&채널 패키지, TV App 서비스의 이용요금은 별표3, 별

표4에 따릅니다.

제9조(요금청구 및 납부)

  ① 이용자는 해당 월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료와 셋톱박스 사용료(이하 “월 이용료”)를 지정

된 기일 내에 사업자와 약정한 방법에 따라 납입하며 이용 계약 당월 또는 해약 당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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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이용료는 일단위로 계산된 금액을 납입해야 하며, 제2조 (11)~(12)에 규정된 서비스는 

별표3, 별표4에 규정된 금액으로 과금합니다. 단, 과금된 금액은 후불제를 원칙으로 합니

다.

 ② 사업자는 월 이용료 납입청구서를 납부기일 7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도달

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③ 사업자는 월 이용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독촉장을 발부하며 체납 요금 납부일은 독촉

장 발부일로부터 10일 이후로 정합니다.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은 체납 기간의 총 월 이용

료의 2/100 이내로 합니다.

 ④ 이용자는 납입 청구된 월 이용료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납입 청구서 수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과오납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

니다. 사업자는 이의 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 접수 

일부터 7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과 오납된 금액은 즉시 환급해야 합니다. 

단, 이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월 이용료에서 차감 처리합니다.

 ⑤ 사업자는 이전 거주자의 미납 요금에 대해 새 거주자에게 전가하거나 이를 이유로 가입 

신청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⑥ 이용자는 청구요금을 계좌이체, 자동납부, 지로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요금의 할인 및 감면 등)

 ① 사업자는 요금을 할인 또는 감면할 수 있고, 요금의 할인대상, 할인율 및 할인액 반환금 

등은 [별표6]와 같습니다.

 ② 할인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할인 또는 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

류를 우편, 팩스 등 사업자가 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자는 이를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접수한 시점의 익월부터 할인 또는 감면합니다. 

 ③ 요금할인 또는 감면 대상자는 할인 또는 감면대상 자격이 변경된 경우 즉시 사업자에 통

보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가 요금의 할인 또는 감면대상임에도 이를 신청하지 않아 이용자가 요금을 이미 납

부하였거나, 사업자가 이미 청구한 요금에 대해서는 요금의 할인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

니합니다.

제11조(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방송 구역 내에서 이용자에게 별표2,2-1,4,5에 정한 방송상품을 제공합니다.

 ② 사업자는 이용자가 특정 패키지를 이용하는 것을 이유로 유료채널 및 VOD서비스를 이용

하는 데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단, VOD서비스는 디지털 패키지 서비스 이용자에 한

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자는 이 약관 별표2, 4에 명시된 패키지를 판매해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전에 신고한 경우 이외에는 일방적으로 패키지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1.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명 변경, 부도, 폐업, 방송송출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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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용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2. 기존 방송상품에 신규 채널을 추가하는 경우

3. 화질을 개선하는 경우

4. 상위 패키지 채널을 하위 패키지 채널로 변경되는 경우

5. 번호 변경, 채널 종료 등 1~4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채널 및 패키지를 변경하는 경우

(단. 5에 따른 변경은 연 1회에 한함)★

★ 다만, 시행연도인 2018년의 경우 7월~12월까지 1회에 한함

또한 사업자는 제공 중인 패키지의 채널번호 변경, 채널 송출 중단 및 하위 패키지 채널

의 상위 패키지 변경 등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사전 고지 7일을 포함하여 

14일 이상 변경 내용을 이용자에게 요금고지서, 전자우편, SMS 또는 SNS 등 개별적, 

구체적인 방법으로 고지하고, 방송 자막을 통해 이용자에게 고지하며,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그리고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채널 및 패키지가 변경됨을 고지

받고, 이용자가 구체적, 개별적으로 고지받은 시점(사업자가 고지한 날로부터 7일이 경

과하면 이용자가 고지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채널 및 패키지 

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경우 이용자는 할인반환금 지급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함

께 고지합니다.

 ④ 사업자는 약관 별표에 명시된 상품/요금의 변경시, 최소 30일전에 그 내용을 요금고지서, 

전화, 전자우편 혹은 문자메시지(SMS)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⑤ 사업자는 판촉활동 등을 위해 제공한 무료서비스 제공기간 만료 후 이용자의 동의없이 

유료서비스로 전환하여서는 아니되며, 유료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료 서비스 종료 

최소 7일 전까지 반드시 유료전환 여부에 대한 사항을 전화,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세지

(SMS)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제공된 무료서비스가 유

료약정에 따른 것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⑥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희망일 이후에 해지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해지희망일에 

해지된 것으로 하여 이용료를 정산하며,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당하게 요금을 수

령한 경우 부당수령일 경과일수에 따라 부당수령액과 부당수령액에 대한 법정이자를 포함

한 금액을 이용자에게 반환합니다.

 ⑦ 사업자는 디지털방송의 셋탑박스 기능에 ‘서비스 연령 제한’ 기능을 제공하고 사용안내서

에 사용방법을 명기해야 합니다.

 ⑧ 결합상품 가입 후 이용자가 사업자의 사정변경 또는 책임 있는 사유 등으로 인한 일부 서비

스 해지시 잔여기간 동안 해지 대상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들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

할 경우 사업자는 해지 전 결합상품의 할인율을 계약기간 동안 계속하여 제공합니다. 다만, 계

약기간 동안 이용자가 서비스가 안되는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⑨ 이용자의 사유로 결합상품 가입 후 일부 서비스를 해지하고 잔여서비스를 포함하는 다른 결합  

상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가 원하는 최적의 결합상품(사업자가 판매

중인 상품에 한함)으로 변경하여 제공하고 변경된 결합상품의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잔여서비스의 계약 기간에 있어서는 기존의 계약기간이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⑩ 사업자는 이용자가 제기한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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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불만처리 일정을 통보해야 합니다.

 ⑪ 사업자는 이용 설비의 설치, 변경, 유지 또는 보수 등의 업무 수행 중 이용자에 대하여 손

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⑫ 사업자는 뉴HD 케이블TV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셀)의 기존 아날로

그 상품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 조항을 준수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⑬ 회사는 이용고객에게 회수하여 재출고하는 단말에 대해 자체 관리규정에 따라 신품과 동

일한 수준의 성능 적합 검사를 이행 후 임대 제공합니다.

 ⑭ 사업자는 이용자가 디지털 방송 상품 가입 시 셋톱박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

여야 합니다. 단, 이용자가 가입을 원하는 상품을 서비스 할 수 있는 셋톱박스 모델 및 재

고가 1종인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⑮ 사업자는 “효율관리기자재운영규정” 상의 대기전력 기준을 초과하는 셋톱박스 이용자에게 

교체 설치가 가능함을 안내하고 이용자의 요구에따라 셋톱박스를 교체하여야 합니다. 이

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12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사업자가 정한 이용료와 이용 시설 설치비, 셋톱박스의 보증금 및 사용료를 납

입해야 합니다. 단, 이용료에는 한국방송공사의 시청료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② 이용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이용 시설을 보존․관리하는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를 다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 훼손하였을 경우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실비를 부

담해야 합니다. 단, 셋톱박스 불량・단자 시설 접촉 불량 등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이용자는 사업자의 승인 없이 이용 시설을 임의로 해체, 수리, 이전 또는 타 기기와 접촉

해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한 고장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④ 이용자가 사업자의 승인 없이 추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이용 시설을 증설하여 

추가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도록 한 때에는 추가 이용한 날을 기준으로 임의증

설 대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사업자에게 일괄 납부해야 합니다.

 ⑤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에게 이의 변경을 통보

해야 합니다.

     1. 이용 신청자의 명의, 주소, 전화번호, 요금청구지 주소변경

     2. 각 채널 상품의 가입, 해지 또는 일시 중지

     3. 요금 납입 방법의 변경

 ⑥ 이용자가 전 항의 통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월 이용료의 연체 등 불이익은 이용자가 부

담합니다.

제13조(서비스의 일시 이용 정지)

 ① 이용자는 장기 해외 출장, 입원 등 본인의 사유에 의해 최소 10일 이상 서비스 이용을 일

시 정지하고자할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일시 이용정지 개시 7일 이전에 이용정기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단, 일시 이용정지 기간은 1년에 3회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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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1년 동안 총 9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② 일시 이용정지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료는 무료이므로 약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셋톱박스 사용료(장비사용료)는 정상적으로 부과됩니다.

 ③ 이용자가 신청한 일시 이용정지 기간까지 이용정지기간의 연장 등에 대한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사업자는 일시 이용정지 기한일 다음날부터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④ 이용자가 설치한 이용시설을  이용정지기간 동안 일시 철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사

업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설치한 이용시설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⑤ 사업자는 일시 이용정지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토록 해야 

하며 재연결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⑥ 사업자는 일시 이용정지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이용료를 정상적으로 부과합니다. 

단, 이용시설의 재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연결을 완료한 다음날로부터 이용료를 부과

합니다.

제14조(서비스의 이용 중단)

 ① 아래 각호의 경우에 사업자는 2개월 이내에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

다. 

     1. 이용자가 관계 법령이나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자의 이용 요금 등 청구에 대하여 이용자가 최초 청구에 의하여 부과된 납기일 

이후 2개월 이상 이용 요금의 납부를 지체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용 중단 사유가 있는 때에 사업자는 그 사유, 일시, 기간을 이

용자에게 전화, 우편, 온라인, 방송 등으로 도달 기준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

만, 이용자 측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③ 이용 중단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의 

신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이용 중단을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④ 사업자는 이용 중단 기간 중에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비스를 

재개해야 합니다.

제15조(서비스의 이용 휴지)

 ①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업무상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

칙으로 합니다. 단, 사업자는 서비스 유형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②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서비스의 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방송 혹은 서비스 홈페이

지에 그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 게시하거나 별도로 사전에 공지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정기 점검

     2. 이용자 데이터베이스 갱신을 위한 정기 점검

     3. 국가 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상황 발생 시

     4.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한 경우

 ③ 사업자는 이용 휴지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용의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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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

니다.

제16조 (계약의 해지) 

 ① 사업자는 계약 종료 30일 전까지 계약의 해지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전화, 전자우편, 문

자메세지(SMS)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② 계약 종료일까지 이용자의 해지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 된 것으로 봅니다. 단, 자동연장되는 기간중 이용자가 계약의 해지를 요구더라도 할

인액 반환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③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서면, 구두, 혹은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

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해지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즉시 또는 해지희망일 까지 해지

처리를 완료하여야 하며, 늦어도 해지통고 접수후 7일 이내에 해지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단, 이용자의 사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④ 사업자는 해지신청 접수 및 해지완료 후 문자메시지(SMS), 전자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⑤ 사업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에는 그 사유, 해지 일시, 셋톱박스 보증금, 월 이용료의 상환액 등을 

해지일  이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1. 이용 계약서의 기재 사항 중 중요 내용을 고의로 허위작성 하여 이를 수정할 것을 2

주 이상의 기한을 두고 통보하였으나 이용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용료 추가 납부 없이 이용시설을 임의로 증설하여 이용

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도록 하여, 이를 해체할 것을 2주 이상의 기한을 두고 통

보하였으나 이용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이용료를 체납하여 납입독촉장을 받고 2개월 이상 체납한 때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용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체

납된 월 이용료를 셋톱박스 보증금에서 상계 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이용 계약의 양도)

 ① 이용자는 이용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전화, 팩스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

야 합니다. 

 1. 이용자 변경사항

 2.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주소

 3. 요금납입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요금납입책임자 정보 

 ② 이용자의 지위 승계시 미납된 요금의 납입책임은 기존 이용자 및 지위승계자에게 연대책

임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 이용자가 셋톱박스 등 장비를 임대한 경우 장비임대계약에 대

한 모든 사항은 자동으로 지위 승계됩니다.   

 ③ 양수인과의 이용계약은 제3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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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무가입기간 설정 및 할인액 반환금)

 ① 이용자가 약정기간 중에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6]에 따라 할인받은 이

용료 등 할인액 반환금을 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의무가입기간 중 무료서비스 이용, 일시 이용 정지, 이용 중단의 경우, 그 기간만큼 의무

기간은 연장됩니다.

 ③ 사업자는 아래 각 호의 경우에 제 1항에서 정한 이용자의 할인액 반환금 지불 의무를 면제

합니다. 

1. 사업자가 이용자의 신청 접수시 약정기간과 할인 이용료 등의 반환의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아 이용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2. 이용자가 국내에서 사업자의 방송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이

용계약을 해지할 시 이용자가 이전사실 및 이전 주소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방문, 우

편, 팩스 등 방식으로 사업자에게 제출하는 경우(단, 가입이후 3개월 이내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닌 이유로 해지할 시 부과된 할인액 반환금을 면제하지 않음)

     3.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방송상품을 1시간 이상 월 3회(매월 1

일~말일 이내, 1시간이내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산정) 또는 월 누적으로 48시간 이상 

이용하지 못할 경우(단,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인하여 사업자에 심각한 장애가 발

생한 경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이용자

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한 시스템 및 망 광련 공사 

등의 사유로 이용자에게 사전에 통지한 경우는 제외)

     4. 군입대 또한 본인사망으로 인하여 약정 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단, 증빙서류 제출  

 시 적용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요금승인을 받지 않는 등 일방적으로 요금을 인상한 경우

     6.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유로 채널공급을 중단하거나 패키지를 변경한 경우

     7.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채널 및 패키지가 변경됨을 고지받고, 이용자가 구

체적․개별적으로 고지받은 시점(사업자가 고지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이용자가 고지

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채널 및 패키지 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경우

     8. 기타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사업자는 아래의 각 호의 경우에 제 1항에서 정한 이용자의 할인액 반환금을 50% 감면합

    니다. 

     1. 이용자가 건물주의 반대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건물로 이전할 경우 

        단, 전입 3개월이내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적용

        (미전입 시, 전월세 계약서 또는 이전 주소지의 이용자명의 공과금 요금 고지서 제출)

     2. 이용자가 해외 이민으로 서비스를 중도 해지할 경우

        단,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 제출 시, 적용

    3. 이전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건물에 특정 1개 사업자 서비스만 이용이 가능하여

        사업자의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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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전입 3개월이내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적용

        (미전입 시, 전월세 계약서 또는 이전 주소지의 이용자명의 공과금 요금 고지서 제출)

제 19 조 (이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 

 ① 사업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

률, 통신 비밀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② 사업자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수립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홈페이지

(www.hcn.co.kr)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③ 사업자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관련 법률 및 지침의 변경 또는 사업자 내부방침에 따라 변

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변경될 경우 그 내용을 사업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제20조(약관의 개정 및 기타)

 ① 사업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송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

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가 약관 내용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여 기존의 계약 관계에 적용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적용일 및 개정 내용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서면 혹은 전자우편로 통지해야 

합니다.

 ③ 사업자는 적용일을 전후하여 7일 동안 전체 운용 채널 중 1/2이상 채널 및 홈페이지, 우

편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개정내용을 고지해야 합니다.

 ④ 전2항의 경우 통지 또는 고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이용료

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이 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을 적용합니다.

제21조(결합상품)

 ① 결합상품을 이용할 때에는 본 약관과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 및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

비스별 이용약관을 함께 적용합니다. 

 ② 결합상품의 개시는 이용자의 이용 청약에 대하여 사업자의 승낙이 있는 때로 합니다. 다

만, 개별 상품의 개통이 필요한 경우는 개통이 완료된 때로 합니다.

 ③ 결합상품에 대한 결합 할인은 [별표6]와 같이 제공합니다.

 ④ 이용자는 이용자의 사유로 결합상품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는 경우 결합상품 기간 동안 

제공 받은 결합 할인 및 혜택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⑤ 할인액 반환금 기준은 [별표6]에 따릅니다.

제22조(단체수신계약의 체결 등)

 ① 단체 계약 체결시 사업자는 “입주자 대표의 등”과 협의하여 각 세대별 가입동의를 서면으

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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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단체 계약 상품은 본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상품 중 “입주자 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결

정하며, 구체적인 상품명, 요금 등은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③ 단체계약 체결시 및 체결 이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별 세대에게 단체계약의 주요 

내용을 우편 또는 게시판 고지 등 서면의 방식으로 안내합니다. 이 때, 주요 고지 내용에

는 단체계약 상품명, 요금, 가입기간, 해지 절차 및 중도해지시 할인액 반환금, 해지, A/S 

등 관련 문의처, 기타 고지사항 등을 포함합니다.

 ④ 단체계약 가입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 또는 사업자에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

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신속히 해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사업자

는 단체계약 가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할인액 반환금을 부과

할 수 있습니다.

제23조(청소년 보호장치)

 ① 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아래의 기능을 포함하는 청소년 보호장치를 제공합니다.

    1. 비밀번호 설정 :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19세 이상 이용가능 콘텐츠의 자녀 접근 제한 

기능

    2. 시청연령 제한 : 방송법 기준상 연령별 시청제한 콘텐츠에 대한 시청제한 기능. 7세, 

12세, 15세, 19세 각 연령별 시청제한 설정 시 해당연령 제한 콘텐츠를 볼 수 없도록 하

는 기능

    3. 시청시간 제한 : 특정 시간 이상 방송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시청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

 ② 사업자는 가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이용자에게 청소년 보호장치 기능에 대한 사

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③ 사업자가 기술적으로 부득이하게 제한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①항과 같은 보

호장치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제24조(손해배상)

 ① 이용자가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방송상품을 3시간 이상 계속 제공 받지 못하

거나, 월 누적 장애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용자의 청구

에 의하여, 사업자는 최근 3개월분(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적용) 요금의 일평균 

금액을 24로 나눈 시간당 평균액에 이용하지 못한 시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이용자와 협의하여 당월 이용료에서 감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속 5일 이상 또는 월간 

총 7일 이상 이용하지 못한 때는 당해 월 이용료를 면제합니다.

② 이용자가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및 TV App 서비

스, 유료채널 등 선택상품을 10분 이상 이용하지 못할 때, 사업자는 월 단위 구매(PPM), 

시리즈 단위 구매(PPS), 편당 구매(PPV)의 경우 해당 콘텐츠 이용요금을, 유료채널의 경우 

장애 발생 시간을 일할 계산하여 월(일) 이용 요금을 면제합니다.

③ 이용 장애 발생 시점은 이용자가 사업자에 장애 신고한 시점 혹은 사업자가 먼저 장애를 

인지한 시점을 0으로 간주하여 계산하되, 이용자에게 유리한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

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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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인하여 사업자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2.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3.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단말장치 등이 파손되어 서비스가 불가한 경우 

    4. 서비스 불가 지역으로의 전출 등 이용자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5.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시스템 및 망관련 공사 등의 사유로 이용자에게 사전에 

통지한 경우

⑤ 사업자는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⑥ 사업자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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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2.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05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3.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08월 03일부터 시행합니다.

4.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5.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6.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 단, 케이블TV VOD 키즈는 송출장비(외산) 수급 기간 필요에 따라 12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7.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8.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9.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1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10.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3월 07일부터 시행합니다.

1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3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12.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13.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4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14.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15.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16.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7월 04일부터 시행합니다.

17.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7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18.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7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19.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9월 09일부터 시행합니다.

20.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9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2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9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22.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11월 00일부터 시행합니다.

23.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24.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25.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02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26.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04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27.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06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28.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06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29.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07월 04일부터 시행합니다.

30.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07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31.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08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32.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33.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09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34.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09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35.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36.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1월 08일부터 시행합니다.

37.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38.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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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01월 02일부터 시행합니다.

40.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01월 05일부터 시행합니다.

41.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01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42.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02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43.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44.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03월 07일부터 시행합니다.

45.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03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46.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04월 06일부터 시행합니다.

47.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04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48.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04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49.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05월 03일부터 시행합니다.

50.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05월 00일부터 시행합니다.

51.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06월 05일부터 시행합니다.

52.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07월 04일부터 시행합니다.

53.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08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54.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09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55.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11월 06일부터 시행합니다.

56.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57.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58.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59.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02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60.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02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61.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62.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04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63.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04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64.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06월 04일부터 시행합니다.

65.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07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66.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67.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08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68.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09월 03일부터 시행합니다.

69.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09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70.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71.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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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아날로그케이블TV 요금표

1. 아날로그케이블TV 이용료

  가. 상품별 수신료(각 상품별 이하 판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구 분 내용 수신료 비고

묶음1 (국민형) Video 27채널 4,400

약정할인

없음
묶음2 (훼밀리형) Video 56채널 6,600

묶음3 (훼밀리플러스형) Video 70채널 8,800

       나. 장비사용료(각 요금별 이하 부과)

         1) 사용료: 2,200원(부가세 포함)

         2) 보증금: 33,000원(부가세 포함)

            - 대여 컨버터의 반환⋅훼손⋅분실에 대한 보증금으로서 최초 가입시 부담

            - 계약 해지시 반환

 2. 설치비

  가. 세부 비용(각 요금별 이하 부과)

(단위: 원/건, 부가세 포함)

구 분 신규 이사/이전 기타

유형 회선 / STB 당 주소이전 댁내이전 재연결비 추가설치 기타건축물1)

금액 33,000 33,000 22,000 22,000 11,000 실제 공사비

※ 사업자는 약정 체결 후 1년 이내 해지시 면제받은 가입설치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날로그케이블TV 상품 서비스 제외 지역은 [별표8] 참조

1)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제외한 관공서, 주거용 건축물 및 기타 건축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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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

뉴HD 케이블TV 요금표

1. 뉴HD 케이블TV 이용료

  가. 상품별 수신료(각 상품별 이하 판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구 분 내용 수신료 비고

뉴HD-국민형 Video 27채널 4,400 약정할인 없음

디지털TV(8VSB 신호 수신이 가능한 TV) 미보유 

고객의 경우 별도의 장비(DtoA컨버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비사용료 참조)

뉴HD-훼밀리형 Video 57채널 6,600

뉴HD-훼밀리플러스형 Video 71채널 8,800

       나. 장비사용료(각 요금별 이하 부과)

         1) 사용료: 2,200원(부가세 포함)

         2) 보증금: 33,000원(부가세 포함)

            - 대여 컨버터의 반환⋅훼손⋅분실에 대한 보증금으로서 최초 가입시 부담

            - 계약 해지시 반환

  

 2. 설치비

  가. 세부 비용(각 요금별 이하 부과)

(단위: 원/건, 부가세 포함)

구 분 신규 이사/이전 기타

유형 회선 / STB 당 주소이전 댁내이전 재연결비 추가설치 기타건축물2)

금액 33,000 33,000 22,000 22,000 11,000 실제 공사비

※ 사업자는 약정 체결 후 1년 이내 해지시 면제받은 가입설치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뉴HD 케이블TV 상품 서비스 가능 지역은 [별표8] 참조

2)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제외한 관공서, 주거용 건축물 및 기타 건축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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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아날로그 케이블TV 채널상품 구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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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1]

뉴HD 케이블TV 채널상품 구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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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디지털케이블TV 요금표

1. 디지털케이블TV 이용료

 가. 상품별 기본수신료 및 장비 사용료 (각 상품별 이하 판매)

(단위: 원/월, 부가세 포함)

*경과조치: 2014년 6월 10일 이전에 가입한 이용자는 변경전 이용료에 따릅니다.

※ STB 보증금: 33,000원(부가세 포함), 반환,훼손,분실에 대한 보증금으로서 최초 가입시 부담하

며, 해지시 반환됨

 나. 채널 패키지 이용료(각 상품별 이하 판매)

(단위: 원/월, 부가세 포함)

 

 다. UHD팩 (각 상품별 이하 판매)

(단위: 원/월, 부가세 포함)

 라. 분실 및 훼손 비용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구 분 셋톱박스 POD(케이블카드) 스마트카드 리모컨

금액
(96개월-해당 단말의 

사용월수)/96개월*장비가격
44,000 16,500 11,000

서비스 내 용 이용요금 비 고

스포츠 채널팩 5개 채널 2,200
HD프라임형 상품에 한하여 선택 

가능합니다.
드라마 채널팩 4개 채널 2,200

영화 채널팩 4개 채널 2,200

구 분 내 용 무약정 1년약정 2년약정 3년약정 비 고

할인율 10% 20% 40%

UHD팩 2개 채널 5,500 4,950 4,400 3,300 UHD 전용 STB 필요

구 분 내 용 무약정 1년약정 2년약정 3년약정 4년약정 비 고

기본형

할인율 10% 20% 30% 40%

HD골드형
(고급형)

Video 188채널
+ Audio 30채널

28,600 25,740 22,880 20,020 -

HD실버형
(기본형)

Video 174채널
+ Audio 15채널

22,000 19,800 17,600 15,400 -

HD프라임형
(실속형)

Video 98채널 15,400 13,860 12,320 10,780 9,240

조합형

HD골드
지상파

HD골드형 상품 + 
지상파월정액

42,900 39,490 35,530 31,020 -

HD실버
지상파

HD실버형 상품 + 
지상파월정액

36,300 33,550 30,250 26,400 -

HD골드
캐치온

HD골드형 상품 + 
캐치온디맨드

39,600 34,540 30,580 27,170 -

HD실버
캐치온

HD실버형 상품 + 
캐치온디맨드

33,000 28,600 25,300 22,550 -

장비
사용료

HD STB 5,500
보증금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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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상품 이용료

 가. 유료채널 수신료(각 상품별 이하 판매)

(단위: 원/월, 부가세 포함)

채널명 내용 이용요금 비 고

캐치온 영화 8,580원 캐치온2 포함

플레이보이 성인물 8,250원

미드나잇 성인물 7,150원

허니TV 성인물 8,250원

VIKI 성인물 8,250원

핑크하우스 성인물 8,250원

DOG TV 애견 8,800원

SPOTV ON 스포츠 10,780원 SPOTV ON 2 포함

신기한나라TV 영유아 교육 8,250원

english gem 영유아 교육 8,800원

 나. VOD이용료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구 분 서비스명 이용요금 비 고

PPV Pay Per View/ 편 당 구매 110원 ~ 22,000원

PPM Pay Per Month / 월정액 구매 1,100원 ~ 22,000원

PPS Pay Per Series / 시리즈 구매 1,100원 ~ 55,000원

VOD&채널

패키지

캐치온 디맨드 월 11,000원/이하

채널, VOD

동시 이용

묶음 상품

플레이보이 디맨드 월 10,890원/이하

미드나잇 디맨드 월 9,790원/이하

허니TV 디맨드 월 10,890원/이하

VIKI 디맨드 월 10,890원/이하

핑크하우스 디맨드 월 10,890원/이하

신기한나라TV 디맨드 월 10,890원/이하

english gem 디맨드 월 11,000원/이하

 다. 모아보기 채널 및 TV App 서비스

(부가세 포함)

구 분 내 용 이용요금 비 고

모아보기
채널

기존 현대HCN TV 서비스 및 
이벤트/홍보들을 가상채널을 

통해 제공
CH0~500대, 700~900대 활용

가상채널을 통해 현대HCN TV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기존 
HCN TV 서비스 이용요금과 

동일

홍보 및 인입 화면 제공
* 상세 서비스 제공 현황은 

현대HCN 홈페이지
(www.hcn.co.kr)를 통해 공시

TV App
서비스

단건구매 110원 ~ 12,100원

일정액 550원 ~ 2,200원

월정액 1,100원 ~　12,100원

3. 설치비

 가. 세부 비용(각 요금별 이하 부과)
(단위: 원/건, 부가세 포함)

구 분 신규 이사/이전 기타

유형 회선 / STB 당 주소이전 댁내이전 재연결비 추가설치 기타건축물3)

금액 33,000 33,000 22,000 22,000 11,000 실제 공사비

※ 사업자는 약정 체결 후 1년 이내 해지시 면제받은 가입설치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제외한 관공서, 주거용 건축물 및 기타 건축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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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디지털 케이블TV 채널상품 구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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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케이블TV 조합형 상품 구성표

조합형 골드 지상파형 실버 지상파형 골드 캐치온형 실버 캐치온형

요 금 42,900원 이하 36,300원 이하 39,600원 이하 33,000원 이하

상 품 

구 성

비디오채널 188개

오디오채널 30개

지상파 월정액

(지상파 3사통합 SVOD)

비디오채널 174개

오디오채널 15개

지상파 월정액

(지상파 3사통합 SVOD) 

비디오채널 188개

오디오채널 30개

캐치온 디맨드

(58번, 59번,

캐치온 SVOD)

비디오채널 174개

오디오채널 15개

캐치온 디맨드

(58번, 59번,

캐치온 SV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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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디지털 케이블TV 복지형 상품 요금표 및 채널 구성표

1. 디지털 복지형 이용료

 가. 상품별 수신료(각 상품별 이하 판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구 분 수신료 장비사용료 합계 비고

디지털복지형 4,400 - 4,400 약정할인 없음  

 
2. 디지털 복지형 채널표

3. 디지털 복지형 가입 대상

  - ‘디지털복지형’ 상품 가입 대상은 한국전파진흥협회 ‘저소득층 디지털TV 보급 지원센터

    의 저소득층 확인 절차를 거쳐 보급형 디지털TV를 구매한 가구로 함.

     ❑ 기타 사항

        ‘디지털복지형’ 상품은 사업자가 송출하는 디지털 방송신호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사업자는 동 서비스 이용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한 아날로그 방송의 중단, 품질저하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구    분 세  부  자  격

기초생활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의 가구

시청각 장애인

국가유공자

․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수신료가 면
제되는 수상기를 소지한 가구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자와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 자를 포함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부가급여를 지급받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임을 지자체에서 
  확인받은 자의 가구(우선돌봄 차상위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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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아날로그/뉴HD/디지털케이블TV 할인규정

1. 결합상품

  가  결합할인율

(할인금액 : 부가세 포함)

  
 ※ 기본이용료에 한하여 할인 적용(국민형 상품은 결합할인 제외)
    (컨버터, 셋톱박스, 모뎀, MTA 등 장비사용료 및 팩상품은 할인하지 않음)
 ※ 할인율은 약정별 기본이용료에서 적용.
 ※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의 요금은 해당 이용약관 및 홈페이지 참조.(www.hcn.co.kr)

  나. 결합상품 요금 예시표 (각 상품별 이하 판매)

   (1) 디지털방송(각 상품별)+인터넷(프라임) 기준 요금표

(단위: 원/월, 부가세 포함)

 ※ 골드, 실버형 상품은 4년약정이 없으며, 합계의 4년약정은 3년을 기준으로 계산함

 ※ 장비사용료 및 팩 상품은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아 고지한 결합할인율과 상이함

 ※ 인터넷전화(표준형) 추가 시 합계 요금에서 2,200원(부가세 포함)이 추가됩니다.

 ※ 세부적인 내용은 자사 홈페이지(www.hcn.co.kr) 참조

2. 아날로그/뉴HD/디지털케이블TV 요금 감면 규정

  가. 정기계약(재약정) 요금 할인 및 면제

    (1) 정기계약(재약정) 요금 할인

      (가) 정의 : 이용자가 사용기간을 사전 약정하거나, 사전 약정기간이 종료되어 이용자의 요  

             청으로 최초 계약과 동일한 약정기간을 재약정하거나, 정기계약 만료 전에 최초 약정기  

             간 보다 긴 계약으로 변경할 경우 약정기간 동안 기본이용료 및 장비사용료를 할인하고,  

             면제하는 것을 말함.

      (나) 대상 상품 : 디지털케이블TV <골드형>, <실버형>, <프라임형>

                     <골드지상파형>, <실버지상파형>, <골드캐치온형>, <실버캐치온형>

      (다) 대상 이용자 : 사업자와 1년, 2년, 3년의 정기계약을 체결한 이용자

      (라) 상품별 할인 내역(각 상품별 이하 판매)

구 분 무약정 1년약정 2년약정 3년약정 4년약정

디지털방송

골드형 29,810 27,379 24,948 22,517

실버형 24,200 22,330 20,460 18,590

프라임형 18,590 17,281 15,972 14,663 13,354

초고속인터넷 프라임 28,875 25,905 22,935 18,865 14,025

합계
(디지털방송

+ 초고속인터넷)

골드형 기준 58,685 53,284 47,883 41,382 36,542

실버형 기준 53,075 48,235 43,395 37,455 32,615

프라임형 기준 47,465 43,186 38,907 33,528 27,379

결합 형태

할인율 (인터넷전화는 할인금액)

방송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전화

표준형 365정액제/W
iFi/스마트AP

아날로그방송+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 10% 10% 2,200원 2,200원

뉴HD방송+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 10% 10% 2,200원 2,200원

디지털방송+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 15% 15% 2,200원 2,200원

디지털방송+인터넷전화 2,200원 2,200원

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 2,200원 2,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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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케이블TV 약정별 할인율                               (단위: 원/월, 부가세 포함)

       ※ 아날로그케이블TV과 뉴HD케이블TV는 약정할인 없음

       ※ 경과조치: 2014년 6월 10일 이전에 가입한 이용자는 변경전 요금표에 따릅니다.

       ※ 조합형 상품에서 기본형 상품으로 변경(지상파월정액 또는 캐치온디맨드 등 해지시) 가입 시, 

          선택형 상품(지상파월정액 또는 캐치온디맨드 등)에 대한 할인반환금은 발생됨

       ※ 조합형 상품에서 선택 상품 이용료(지상파월정액 또는 캐치온디맨드 등)는 약정할인 이외 

          타 할인과 중복 적용 되지 않으나, 기본 수신료는 기본형 상품과 동일하게 약정할인과 중복 적용 가능

    (2) 월정액 계약기간 요금 할인

      (가) 정의 : 월정액 주문형 비디오(PPM) 이용자가 사용기간을 사전 계약하고, 

       사전 계약기간 동안 요금을 할인 받는 것을 말함.

         - 월정액 계약 기간별 할인율

구분 무약정 3개월 6개월 1년

지상파통합 0% 5% 10% 20%

키즈무제한 0% 5% 10% 20%

청춘시대 0% 5% 15% 20%

      (나) 대상 상품 : '지상파통합', '키즈무제한', ‘청춘시대‘

      (다) 할인액 반환금 : 약정기간 이내 해지 시, 할인액 반환금 부과

         - 산정식 : 약정할인금 X 약정별 할인액 반환금 부과율 의 월 누적금액

         - 사용기간 할인율

  나. 복수할인

    - 이용자가 기본상품外 동일상품 및 서비스 추가이용 시 받는 할인혜택

구 분
아날로그/뉴HD케이블TV 디지털케이블TV

묶음1 (국민형) 묶음2 (훼밀리형) 묶음3
(훼밀리+형)

<HD골드형, HD실버형, 
HD프라임형>

복수할인4) - 30% 30% 30%

4) 부가서비스는 복수할인 대상 제외

구 분 할인대상 무약정 요금
약정 할인율(액)

비 고
1년 2년 3년

기본형

HD골드형

기본 수신료

28,600

10% 20% 30%

할인율(액)은
무약정 
기준임

HD실버형 22,000

HD프라임형 15,400

조합형

HD골드 
지상파

기본 수신료 28,600 10% 20% 30%
선택 상품 

이용료 14,300 550 1,650 3,300

HD실버 
지상파

기본 수신료 22,000 10% 20% 30%
선택 

상품이용료 14,300 550 1,650 3,300

HD골드 
캐치온

기본 수신료 28,600 10% 20% 30%
선택 상품

이용료 11,000 2,200 3,300 3,850

HD실버 
캐치온

기본 수신료 22,000 10% 20% 30%
선택 상품

이용료 11,000 2,200 3,300 3,850

구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3개월 100% 80% - 60%

6개월 100% 100% 80% 80% - 60% - 60%

12개월 100% 100% 100% 100% 80% 80% 80% 80% - 60% - 60% - 60%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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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신분할인

    (1) 감면 대상 및 감면율

※ 증빙서류는 팩스, 전자우편, 우편, 방문접수 등으로 제출해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 전 요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음

      ※ 안전행정부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요금감면 자격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감면 자격 확인을 위

한 본인정보활용 동의시 해당 증빙서류 제출 의무 면제

 라. 이용자 모니터 할인

    - 서비스의 품질개선 및 이용자니즈 파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해주는 이용자 모니터로 지정된  

            이용자에 대한 요금 할인

구 분
아날로그/뉴HD케이블TV 디지털케이블TV

묶음1 (국민형) 묶음2 (훼밀리형) 묶음3
(훼밀리+형)

<HD골드형, HD실버형, 
HD프라임형>

이용자 모니터 - - - 30%

 마. Direct 할인

    - 이용자가 가입신청시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요금 할인

(할인금액 : 부가세 포함)

상품명 할인 금액 비 고

HD골드(고급)형 2,200원
(www.hcn.co.kr 가입 시 적용)

. 기본수신료에 추가 할인

. 타 할인과 중복 적용HD실버(기본)형

 바. 이전 사업자 할인반환금 할인

  (1) 대상 : 이용자가 사업자 단독으로 서비스를 하는 집합건물로 이사하여 이전 사업자 서비스

            를 해지하고 신규 가입한 경우 이전 사업자에 납부한 할인반환금에 이를때까지 요금

            을 감면함 단, 2019년 8월 1일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함

  (2) 할인조건 : 이전 사업자가 발급한 납부확인서 제출 必

  (3) 비고 : 해당 사항으로 요금할인 중인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해지로 발생한 할인

           반환금과 이전 사업자에 납부한 할인반환금 간 상계처리하고 이전 사업자에 납부한

           할인반환금이 남아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반환하지 않음

구 분 감면대상 증빙서류 감면율

심신장애인 ⦁장애복지법 제19조에 근거하여 관할관청이 인
정하는 본인 장애인등록증

30%

(대상 상품:
훼밀리+형,

뉴HD-훼밀리+형,
HD골드형,
HD실버형,

HD프라임형)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인복지 시설 
혹은 단체 신고증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본인 국가유공자증

5·18 
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
유공자 중 부상자 5.18민주유공자증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순국선열 및 독립유공자 및 유족

독립유공자증 혹은 
독립유공유족증

국가유공단체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및 4.19혁명부상자회

법인등록증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
여 수급자

저소득층확인서
(동사무소 발급)

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 특수학교등록증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복지시설등록증

사회복지단체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 복지단체 
 (고아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단체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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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료채널 및 부가서비스 복수 할인 규정

  가. 유료채널: 기본채널外 동일추가채널 50% 할인(각 상품별 이하 판매)

(단위: 원/월, 부가세 포함)

채널명 내용 이용요금 비고

캐치온 영화 8,580원 8,580원 + (4,290원*추가수)

플레이보이 성인물 8,250원 8,250원 + (4,125원*추가수)

미드나잇 성인물 7,150원 7,150원 + (3,575원*추가수)

허니TV 성인물 8,250원 8,250원 + (4,125원*추가수)

VIKI 성인물 8,250원 8,250원 + (4,125원*추가수)

핑크하우스 성인물 8,250원 8,250원 + (4,125원*추가수)

DOG TV 애견 8,800원 8,800원 + (4,400원*추가수)

SPOTV ON 스포츠 10,780원 10,780원 + (5,390원*추가수)

신기한나라TV 영유아 교육 8,250원 8,250원 + (4,125원*추가수)

english gem 영유아 교육 8,800원 8,800원 + (4,400원*추가수)

  나. 부가서비스: 복수할인 없음

  다. 기타: 유료채널과 부가서비스 결합상품(캐치온 디맨드) 복수할인 산정식 

    (1) 유료채널(캐치온): 복수할인 적용 

    (2) 부가서비스(디맨드(PPM)): 복수할인 없음

    (3) 복수할인 산정식: 8,580원+2,420원+((4,290원+2,420원)*추가수) (부가세 포함)

4.  감면혜택 적용 기준

   가. 기본이용료만 감면혜택을 적용함

   나. 대상자 1인 1회선에 한해서 감면혜택 적용함

   다. 신분할인내 중복 및 복수할인, 단체할인, 프로모션할인과의 중복 적용은 불가함

       - 약정할인, 결합상품 이용할인, Direct 할인은 중복 적용 가능함

       - 중복 적용시 최종할인금액에서 추가 할인함

5. 할인액반환금

  가. 할인액반환금의 정의

     이용자가 사용기간을 사전 약정하고 기본이용료, 장비사용료, 설치비, 사은품 등에    

          대해서 할인 또는 면제를 받던 중 약정기간 만료 전에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  

          지하거나, 약정기간을 단축시 할인 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것을 할인액반환금이라고   

          함. 단 설치비와 사은품은 가입한 이용자가 1년 이전에 해지하였을 경우에만 해당함.

  나. 할인액반환금의 종류

구 분 항목 내  용

할인금액 약정할인  정기약정에 따른 할인 받은 금액

할인금액 결합할인 두 가지 이상 상품의 동시이용에 따른 할인 금액

면제금액 설치비 면제  설치비 면제 규정에 의거 면제 받은 금액

혜택금액 사은품 가입시 받은 사은품 금액

  다. 할인액반환금 적용 기준

    (1) 사용기간 적용 기준

사용 기간 1년 이하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적용 기준 사용한 기간동안 
할인해 준 금액만 산정

1년 약정 할인액은 제외하고
추가 할인액만 산정

2년 약정 할인액은 제외하고
추가 할인액만 산정

     - 약정기간은 최종 약정 기간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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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약정별 할인액반환금 부과율

     (가) 1년약정

개월 ~6 7~9 10~12

% 100 80 -60

     (나) 2년약정

개월 ~6 7~11 12~14 15~17 18~20 21~22 23~24

% 100 80 50 0 -30 -60 -70

     (다) 3년약정

개월 ~6 7~12 13~18 19~23 24~26 27~29 30~32 33~34 35~36

% 100 80 50 30 0 -30 -60 -70 -80

     (라) 4년약정

개월 ~6 7~12 13~18 19~24 25~28 29~32 33~35 36~38 39~41 42~44 45~46 47~48

% 100 80 50 30 20 0 -10 -30 -60 -70 -80 -100

  라. 할인액반환금 산정식

    (1) 해지 할인액반환금 산정식

    (2) 약정기간 단축 할인액반환금 산정식

항 목 산 정 식 비고

기본이용료 (변경예정 약정기간 월이용료-변경전 약정기간 월 이용료)/30 ☓ 총 사용일수

장비사용료 (변경예정 약정기간 월장비사용료-변경전 약정기간 월장비사용
료)/30 ☓ 총 사용일수

항 목 산 정 식 비고

2016년
3월31일

이전
가입자

기본 
이용료

(사용기간 월이용료-약정기간 월이용료)/30 ☓ 총사용일 
수 + 1개월 이용요금(약정별 이용요금)

이용료 및 사용료는 1
년미만은 무약정, 2년
미만은 1년약정, 3년
미만은 2년약정 금액 
적용

장비 
사용료

(사용기간 월장비사용료-약정기간 월장비사용료)/30☓ 총
사용일수 + 1개월 장비사용료(약정별 장비사용료)

결합할인 (사용기간 결합할인 전 월 이용료 - 약정기간 결합할인 
월 이용료) ☓ 사용 개월 수

2016년
4월1일
이후

가입자

기본 
이용료 ‘약정할인금 X 약정별 할인액반환금 부과율’의 월 누적금액 약정별

할인액반환금
부과율은

할인액반환금
적용기준 참조

장비 
사용료 ‘약정할인금 X 약정별 할인액반환금 부과율’의 월 누적금액

결합 할인 ‘결합할인금 X 약정별 할인액반환금 부과율’의 월 누적금액

2018년
3월 7일 
이후가
입자

기본 
이용료 ‘약정할인금 X 약정별 할인액반환금 부과율’의 월 누적금액

약정별
할인액반환금

부과율은 
할인액반환금
적용기준 참조

선택 상품 
이용료

‘약정할인금 X 약정별 할인액반환금 부과율’의
월 누적금액

장비 
사용료 ‘약정할인금 X 약정별 할인액반환금 부과율’의 월 누적금액

결합 할인 ‘결합할인금 X 약정별 할인액반환금 부과율’의 월 누적금액

설치비

① 가입되어 있는 모든 상품 해지하는 경우
   : 면제받은 설치비 전액
② 결합 상품 가입시 방송만 해지하는 경우
   : 추가할인 받은 금액

1년 이내 해지시

사은품 (사은품 실 구매금액)/12 ☓ (12-경과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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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구비 서류

1. 개인

2. 개인사업자 및 법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학생증, 외국인등록증 등 대면

            확인 가능한 신분증(단, 구운전면허증은 제외)

     ※ 위임장/인감증명서: 신청자, 개인사업자 본인(대표자) 및 법인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회사가 명의인(대표자)에게 전화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이용

        신청 위임 여부를 확인하면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또는 인감) 면제 가능

구 분
구비 서류

비 고
본인 대리인

개인 가입신청서, 본인 신분증

가입신청서, 명의인신분증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신분증

외

국

인

일반,외교

관, 주한 

미군 등

가입신청서 및 외국인등록증, 여권, 

외교관신분증, 주둔명령서, 

주한미군ID카드 중 1

가입신청서, 대리인신분증 및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교관신분증, 

주한미군ID카드 중 1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중 1

대리인신분증 및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중 1

미성년자

가입신청서, 본인신분증, 미성년자 

및 법정대리인 내방시 법정대리인의 

가입 동의서(서명날인), 

법정대리인신분증, 

법정대리인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

가입신청서, 명의인신분증, 

법정대리인 가입동의서(서명날인), 

위임장,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법정대리인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 대리인신분증

18세이상 미성년자 

대학생 또는 

직장인의 경우 재학 

또는 재직증명서류 

제출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외

구 분
구비서류

비 고
본인(대표자) 대리인

개인사업자
가입신청서, 본인(대표자)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가입신청서,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신분증

상장/비상장/공공법인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입신청서, 고유번호증(또는 공문), 대리인신분증, 

직인이 날인된 위임장

미군부대 가입신청서, 공문서, 부대장ID카드, 대리인신분증(ID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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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뉴HD케이블TV 상품 제공 지역(아날로그 상품 제공 불가 지역)

상주시 화서면 하송리 일원

상주시 낙동면 영남제일로 503-15

상주시 낙동면 상촌5길 일원

상주시 화서면 상곡2리 일원

김천시 증산면 평촌1리 일원

김천시 증산면 평촌2리 일원

김천시 감문면 도명,남곡,문무리 일원

상주시 낙동면 비룡리 일원

상주시 낙동면 신오리 일원

상주시 낙동면 비룡2길 일원

상주시 낙동면 우울리 일원

상주시 낙동면 영남제일로 일원

상주시 화서면 효자로 일원

성주군 대가면 대천리, 도남리 일원

성주군 대가면 금산리 일원

성주군 월항면 지방리 일원

칠곡군 지천면 금호리 일원

칠곡군 지천면 낙산리, 영오리 일원

칠곡군 지천면 용산리 일원

상주시 화서면 화송2리 일원

상주시 화서면 금산갑방길 일원

상주시 화서면 사산길 일원

상주시 화서면 문장로 일원

상주시 화서면 반송길 일원

상주시 화서면 영남제일로 일원

상주시 화서면 예의길 일원

상주시 화서면 문장로길 일원

상주시 낙동면 삼봉로 일원

구미시 고아읍 대망1리 일원

구미시 고아읍 대망2리 일원

구미시 장천면 여남리, 명곡리 일원

구미시 옥성면 구봉리 일원

구미시 옥성면 농소리, 주아리 일원

구미시 선산읍 생곡리, 신기리 일원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금평리, 흥평리, 광명리 일원

상주시 화북면 용우, 장암, 상오리 일원

상주시 내서면 서원리 일원

상주시 내서면 낙서리 일원

상주시 내서면 서만리 일원

상주시 외남면 구서리 일원

상주시 외남면 소상리 일원

상주시 외남면 신촌리 일원

상주시 외남면 흔평리 일원

상주시 가장동 일원

상주시 청리면 가천리 일원

상주시 청리면 덕산리 일원

상주시 청리면 마곡리 일원

상주시 청리면 삼괴리 일원

상주시 청리면 수상리 일원

상주시 청리면 월로리 일원

상주시 청리면 율리 일원

상주시 청리면 원장리 일원

상주시 청리면 청상리 일원

상주시 청리면 청하리 일원

상주시 청리면 학하리 일원

성주 대가면 옥련리, 흥산리, 옥성리, 벽진면 봉계리, 금산리 일원

군위군 소보면 송원리 일원

성주군 대가면 옥화리, 대금리 일원

성주군 대가면 옥성리, 칠봉리 일원

칠곡군 지천면 달서리, 백운리, 황학리 일원

성주군 월항면 유월리, 안포리, 대산리 일원

김천시 아포읍 대신리 일원

김천시 남면 초곡리 일원

김천시 남면 송곡리 일원

김천시 남면 부상리 일원

상주시 화북면 용유리 일원

상주시 화동면 어산리 일원

상주시 내서면 고곡리 일원

상주시 모서면 화현리 일원

상주시 모동면 이곡리 일원

성주군 수륜면 수성리 일원

성주군 수륜면 신파리 일원

성주군 수륜면 신정리 일원

성주군 가천면 법전리 일원

성주군 가천면 창천리 일원

군위군 소보면 달산리 일원

칠곡군 지천면 송정리 일원

김천시 구성면 용호리 일원

군위군 소보면 신계리 일원

군위군 소보면 봉황리 일원

칠곡군 지천면 연호리 일원

칠곡군 가산면 학산리 일원

김천시 감문면 대양리 일원

김천시 감문면 문무리 일원

김천시 감문면 남곡리 일원

김천시 구성면 양각리, 하강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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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대덕면 중산리 일원

상주시 남적동, 초산동, 부원동 일원

상주시 거동동, 오대동 일원

상주시 내서면 북장리, 서만리, 고곡리 일원

상주시 모서면 대포리, 능암리 일원

성주군 월항면 보암리 일원

성주군 월항면 용각리 일원

성주군 월항면 보암리, 용각리 일원

칠곡군 지천면 연호리 일원

성주군 벽진면 외기리, 자산리 일원

성주군 벽진면 자산리 일원

구미시 해평면 도문리, 낙성리, 월호리 일원

김천시 감문면 금라리, 남전리, 보광리 일원

김천시 감문면 은림리 일원

김천시 감문면 덕남리 일원

김천시 지례면 이전리, 울곡리 일원

김천시 지례면 대율리, 신평리 일원

상주시 화동면 신촌1,2리 일원

상주시 모서면 석산1,2리 일원

칠곡군 북삼읍 보손리 일원

칠곡군 동명면 학명리 일원

성주군 가천/용암면 운산, 창천리 일원

구미시 고아읍 내예리 일원

구미시 고아읍 신촌리 일원

구미시 고아읍 예강리 일원

구미시 고아읍 외예리 일원

구미시 고아읍 횡산리 일원

구미시 옥성면 초곡리 일원

구미시 도개면 다곡, 도개, 신림리 일원

상주시 낙동면 장곡리 일원

상주시 낙동면 운평리 일원

상주시 낙동면 상촌리 일원

상주시 낙동면 구잠리 일원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일원

상주시 낙동면 내곡리 일원

상주시 공검면 중소1길 일원

상주시 외서면 이촌리 일원

상주시 외서면 연봉리 일원

상주시 공검면 병암리 일원

상주시 외서면 개곡리 일원

상주시 이안면 이안리 일원

상주시 공검면 양범리 일원

상주시 공검면 율곡리 일원

상주시 공검면 화동리 일원

상주시 사벌면 두릉리 일원

상주시 이안면 여물리 일원

상주시 함창읍 오사리 일원

상주시 함창읍 대조리 일원

상주시 함창읍 윤직리 일원

상주시 함창읍 증촌리 일원

상주시 함창읍 오동리 일원

상주시 함창읍 구향리 일원

상주시 함창읍 매조리, 오동, 교촌, 구향, 증촌리 일원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일원

상주시 은척면 두곡리 일원

상주시 은척면 문암리 일원

상주시 은척면 하흘리 일원

상주시 은척면 우기리 일원

상주시 화서면 금산리 일원

상주시 화서면 화송리 일원

상주시 화서면 신봉리 일원

상주시 화서면 상현리 일원

상주시 화서면 율림리 일원

상주시 화서면 지산리 일원

상주시 공성면 이화리 일원

상주시 공성면 산현리 일원

상주시 공성면 이화리, 산현3리, 거창2리, 영오리 일원

상주시 화서면 달천1길, 신봉1리 일원

상주시 공성면 옥산리, 평청리 일원

상주시 공성면 초오2리 일원

군위군 부계면 대율리, 동산리 일원

군위군 부계면 남산리, 동산리 일원

군위군 부계면 가호리, 창평리 일원

군위군 부계면 창평리, 춘산리 일원

군위군 의흥면 수서리, 읍내리, 파전리 일원

구미시 고아읍 에덴아파트 일원

칠곡군 약목면 오성아파트 일원

구미시 도량동 미소지움 일원

구미시 송정동 유성푸르나임 일원

김천시 율곡동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 일원

김천시 율곡동 센트럴파크 한신휴플러스 일원

김천시 율곡동 코아루 파크드림시티 일원

김천시 율곡동 한신休시티 일원

김천시 율곡동 골드클래스 일원

김천시 율곡동 이지더원 일원

김천시 함창읍 구향리 LH천년나무1단지 일원



- 37 -

[별표 8] 

뉴HD케이블TV 상품 제공 지역(아날로그 상품 제공 불가 지역)

김천시 함창읍 구향리 LH천년나무2단지 일원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 효성해링턴1단지 일원

구미시 장천면 하장리 일원

구미시 장천명 신장리 일원

구미시 장천면 상림리, 금산리 일원

김천시 감문면 구야리, 덕촌리 일원

김천시 농소면 노곡리, 연명리 일원

김천시 감천면 광기리, 도평리 일원

김천시 증산면 유성리 일원

김천시 농소면 봉곡리 일원

김천시 지례면 관덕리, 도곡리 일원

김천시 지례면 여배리 일원

김천시 조마면 신안리, 장암리 일원

군위군 군위읍 금구리 일원

군위군 군위읍 정리 일원

성주군 벽진면 수촌리, 운정리 일원

칠곡군 왜관읍 2주공아파트 일원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300~700번지 일원

군위군 우보면 문덕, 모산, 읍내리 일원

군위군 의흥면 매성리, 화수리 일원

군위군 우보면 미성리 일원

군위군 우보면 이화리, 이지리 일원

군위군 우보면 봉산, 나호, 달산리 일원

군위군 의흥면 연계리, 지호리 일원

구미시 선산읍 교리 e-편한세상 일원

김천시 율곡동 부영1차 아파트 일원

구미시 산동면 임천리, 봉산리 일원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 일원

구미시 해평면 금호리, 산양리 일원

구미시 해평면 일선리, 낙산리 일원

구미시 선산읍 독동리 일원

구미시 선산읍 북산리 일원

구미시 고아읍 황산리 일원

구미시 장천면 상장리, 하장리, 무어리 일원

구미시 무을면 원리 일원

구미시 무을면 무수리 일원

구미시 무을면 송삼1리 일원

구미시 무을면 송삼2리 일원

구미시 무을면 무등1리 일원

구미시 무을면 웅곡리 일원

구미시 무을면 무이리 일원

구미시 무을면 백자리 일원

구미시 선산읍 포상2리 일원

구미시 무을면 오가리 일원

구미시 고아읍 파산리 일원

구미시 선산읍 죽장리 일원

구미시 봉곡동 뜨란채1단지 일원

김천시 대덕면 내감리, 외감리 일원

김천시 대덕면 문의리 일원

김천시 구성면 미평리, 상좌원리, 상원 일원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 입석리 일원

김천시 구성면 작내리, 미평리, 구미리 일원

김천시 대덕면 가례리, 조룡리 일원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일원

김천시 대덕면 덕산리 일원

김천시 대덕면 관기리, 추량리 일원

김천시 대덕면 태화리, 상금리, 신안리 일원

구미시 무양동 리베라움 아파트 일원

상주시 도남동 일원

상주시 사벌면 매호리, 매협2리 일원

상주시 사별면 금흔리 일원

상주시 사벌면 화달리, 삼덕리 일원

상주시 모서면 가막리, 삼포리 일원

상주시 모서면 석산리 일원

상주시 모동면 덕곡리 일원

상주시 모동면 용호리, 금천리 일원

상주시 모동면 이동리 일원

상주시 모동면 수봉리, 신흥리 일원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0번지 일원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00번지 일원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80번지 일원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0번지 일원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200번지 일원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300번지 일원

칠곡군 북삼읍 숭오리 일원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600번지 일원

칠곡군 북삼읍 율리리 일원

칠곡군 석적읍 중리 우방신천지 아파트 일원

칠곡군 석적읍 북중리길 일원

칠곡군 석적읍 중리 150번지 일원

고령군 다산면 상곡리 일원

고령군 다산면 2주공아파트 일원

구미시 옥계동 대동한마음 아파트 일원

구미시 산동면 우미린풀하우스 일원

구미시 선산읍 월림리, 궁기리, 신곡리 일원

김천시 아포읍 봉산1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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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남면 봉천리 일원

김천시 증산면 금곡리 일원

김천시 증산면 장정리 일원

김천시 증산면 동안리, 부항리, 황정리 일원

김천시 증산면 하대리, 해인리 일원

김천시 감문면 삼성리, 금곡리 일원

김천시 부항면 월곡리, 어전리 일원

김천시 부항면 사등리, 신옥리 일원

김천시 교동, 삼락동, 문당동, 코아루2차 일원

상주시 사벌면 묵상리 일원

상주시 사벌면 묵상2길 일원

상주시 사벌면 묵상2길, 매협리, 매호리 일원

상주시 사벌면 덕담리, 엄암리 일원

상주시 사벌면 덕담1리, 덕담2리 일원

상주시 사벌면 용담리, 원흥리 일원

상주시 사벌면 신촌리, 이소리, 원흥리 일원

성주군 벽진면 수촌리 일원

군위군 서부리 일원

군위군 동부리 일원

칠곡군 석적읍 중리 일원

칠곡군 운수면 운산리 일원

칠곡군 운수면 봉평리 일원

칠곡군 운수면 유리리 일원

칠곡군 지천면 신리 일원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일원

칠곡군 북삼읍 숭오대동, 인평리 일원

구미시 송정동 우방아파트 일원

구미시 도량동 한빛타운 일원

김천시 덕곡동 월드메르디앙 일원

상주시 냉림동 1주공아파트 일원

칠곡군 삼주강변아파트 일원

칠곡군 성재아파트 일원

칠곡군 왜관읍 휴먼시아 일원

구미시 송정동 한라하우젠트 일원

김천시 율곡동 부영1차아파트 일원

김천시 율곡동 천년나무4단지아파트 일원

칠곡군 왜관읍 한양수자인아파트 일원

구미시 상모동 화성파크1, 2차 일원

구미시 구평동 430번지 부영1단지 일원

구미시 구평동 454번지 부영 5단지 일원

김천시 아포읍 봉산2리 일원

김천시 대항면 대룡리, 덕전리 일원

김천시 개령면 동부리, 서부리 일원

김천시 어모면 구례리 일원

김천시 부곡동 한일부곡타운 일원

김천시 신음동 대신휴먼시아 일원

상주시 냉림동 111~119번지 일원

상주시 연원동 일원 일원

칠곡군 지천면 일부, 왜관읍 일부

칠곡군 왜관읍 3주공아파트 일원

군위군 우보면 이화리, 선곡리 일원

칠곡군 북삼읍 휴먼시아 일원

구미시 봉곡동 현진에버빌 일원

구미시 고아읍 경남아너스빌 일원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일원

칠곡군 북삼읍 율리 일원

군위군 군위읍 천년나무 아파트 일원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일원

성주군 용암면 기산리 일원

성주군 용암면 문명리 일원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 일원

성주군 선남면 도흥리 일원

칠곡군 기산면 월드피아 일원

칠곡군 왜관읍 대동다숲 1차 일원

칠곡군 왜관읍 대동다숲 2차 일원

칠곡군 왜관읍 일원

고령군 대가야읍 일원

상주시 죽전, 화산, 부원, 만산동 일원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일원

성주군 선남면 문방2리 일원

성주군 선남면 문방1,3리 일원

성주군 선남면 관화리 일원

칠곡군 왜관읍 도개리 일원

칠곡군 왜관읍 봉계리 일원

성주군 선남면 오도리 일원

고령군 고령군 쌍림면 고곡리 일원

칠곡군 가산면 학상리 일원

김천시 양천동 일원

김천시 지례면, 교리, 상부리, 도곡리 일원

김천시 신음동 현대2차 아파트 일원

김천시 어모면 중왕리 일원

김천시 어모면 덕마리, 동좌리 일원

김천시 어모면 군자리 일원

김천시 어모면 도암리, 은기리 일원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일원

김천시 신음동, 응명동 일원(김천52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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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대광동, 개령면 신룡리, 황계리 일원

김천시 봉산면 신의, 인의, 예지리 일원

김천시 남면 옥산리 일원

김천시 남면 운남리 일원

김천시 아포읍 인리 일원(183, 190, 191 셀)

김천시 아포읍 의리 일원

김천시 아포읍 지리 일원

김천시 아포읍 재석리 일원

김천시 삼락동 일원

김천시 농소면 신촌리 일원

김천시 대항면 향촌리, 운수리 일원

김천시 지좌동 덕일 1, 2차 아파트 일원

김천시 아포읍 덕일 한마음 아파트 일원

김천시 부곡동 우방타운 일원

김천시 부곡동 화성아파트 일원

상주시 계산동, 화산동, 초산동 일원

상주시 중덕동, 초산동, 낙상동 일원

상주시 병성, 헌신동 일원

상주시 남장동 일원

상주시 냉림동 3, 4주공, 리더스 파크 일원

상주시 낙양동 5주공 아파트 일원

상주시 신봉동 세영첼시빌 일원

구미시 구평동 구평푸르지오 일원

구미시 인의동 인의푸르지오 일원

구미시 인의동 서한이다음 1, 2차 일원

구미시 임은동 코오롱하늘채 일원

구미시 진평동 미래주공아파트 일원

구미시 해평면 문양, 오상, 해평리 일원

구미시 선산읍 완전리 일원

구미시 선산읍 이문리 일원

구미시 비산동 368 벽산아파트 일원

구미시 형곡동 169 4주공 아파트 일원

구미시 도량동 220 주공그린빌 일원

구미시 구평동 474-4 부영8단지 일원

구미시 옥계동 616-1 부영1차 아파트 일원

구미시 오태동 행복의 아침, 신한디아체, 대동2차 일원

칠곡군 가산면 천평리 일원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일원, 군위 일원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일원

칠곡군 동명면 송산리 일원

성주군 성주읍 대흥리 일원

성주군 성주읍 대황1리 일원

칠곡구 동명면 득명리 일원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3번셀) 일원

구미시 선산읍 이문리(9번셀, 13번셀, 8번셀)일원

구미시 고아읍 관심리 일원

구미시 선산읍(6번셀) 완전리, 노상리, 한효아파트 일

원

구미시 공단동 우림필유아파트 일원

구미시 도량동 도산휴먼시아아파트 일원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2번셀) 일원

구미시 선산읍 완전리(4번셀) 일원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195 ~ 198번셀) 일원

구미시 선산읍 완전리(12번셀) 일원

구미시 산동면, 적림리, 도중리, 동곡리, 성수리 , 인덕

리 일원

구미시 해평면 괴곡리 일원

구미시 선산읍 노상리(5번셀) 일원

구미시 선산읍 교리(11번셀) 일원

구미시 선산읍 화조리(18번셀) 일원

구미시 형곡동(49번셀) 일원

구미지 옥계동 단독 주택가(82번셀) 일원

구미시 옥계동 대우아파트 일원

구미시 인의동 청구하이츠 일원

구미시 인의동 대동다숲아파트 일원

김천시 남산동(김천14 ~　16번셀) 일원

김천시 조마면 강곡1리, 강곡2리 일원

김천시 다수동, 백옹동 일원

상주시 낙동면 신상리 일원

상주시 낙동면 성동리 일원

상주시 외답동 일원

성주군 용암면 상언리 일원

칠곡군 북삼읍 어로리/약목면 일원

고령군 다산면 상곡리 일원

칠곡군 석적읍 망정리 일원

구미시 선산읍 봉곡리, 포상리, 소재리 , 옥성면 일원

구미시 고아읍 항곡리 일원

구미시 구평동 부영6단지아파트 일원

김천지 지좌동, 감천면 금송 3, 4리 일원

김천시 지좌동 일부 일원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 일원

구미시 고아읍 관심리 일원

구미시 고압읍 향곡리 일원

구미시 고아읍 이레리 (럭키아파트 포함) 일원

구미시 옥계동 (에덴아파트 포함) 일원

구미시 형곡동 73 일원(금호어울림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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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복룡3길 225 일원(우방타운)

상주시 경상대로 2930-10 일원(명지1,2차)

칠곡군 약목면 남계리 일원

칠곡군 가산면 송학리 일원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 일원

칠곡군 가산면 석우리 일원

구미시 옥계동 일원

구미시 공단1동 109 번지 일원(강변파라디아)

구미시 구평동 453 번지 일원(부영3단지)

구미시 지산동 일원

구미시 산동명 신당리, 봉산리 일원

구미시 고아읍 봉한리 일원(삼우, 금류아파트 포함)

구미시 고아읍 다식리 일원

구미시 고아읍 송림리 일원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454 일원(한누리2단지)

구미시 도량2동 77 번지 일원(파크맨션)

구미시 선산읍 1165 번지 일원(선산동우비봉)

구미시 신당3로 16 일원(우미린센트럴파크)

구미시 신당인덕 3로 1 일원(우미린풀하우스)

구미시 낙동강변로 761 일원(강변코오롱하늘채)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 1107 일원(중흥S클래스 에코시

티)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697 번지 일원(문성파크자이)

상주시 화개동 일원

상주시 서곡동 일원

상주시 인평동 일원

상주시 흥각동, 오대동 일원

상주시 지천동 일원

상주시 양촌 1리 일원

상주시 양촌 2리 일원

김천시 황금동 일원

김천시 부곡동 일원(한성사랑채, 로얄모텔 포함)

구미시 옥계동 삼구트리니엔 일원

구미시 진평동 인의주공아파트 일원

구미시 공단1동 29번지 일원(금오 로얄아파트 포함)

구미시 구포동 성원아파트 일원

구미시 구평동 부영7단지 아파트 일원

구미시 공단2동 256번지 일원(3주공 아파트 포함)

구미시 구평동 부영2단지 아파트 일원

구미시 황상동 황상주공2단지 아파트 일원

구미시 도량2동 일원(구미 11, 12, 13번 셀)

구미시 남통동 일원

구미시 도량동 도량4주공 아파트 일원

구미시 봉곡동 세양청마루 아파트 일원

구미시 남통동 청구아파트 일원

구미시 고아읍 원호 대우아파트 일원

김천시 용두동 일원(범신상가아파트 포함)

김천시 감호동 일원

김천시 남산동 일원

김천시 부곡동 일원

김천시 부곡동 1주공 아파트, 부곡 아트빌 일원

김천시 부곡동 미주아파트 일원

김천시 교동 코아루 1단지 일원

김천시 황금동 한신아파트 일원

김천시 부곡동 부곡금류, 한일백합맨션, 삼보전원맨션 

일원

김천시 교동 건화 호반, 대동아파트 일원

김천시 황금동 동보수정맨션 일원

김천시 신음동 현대1차 아파트 일원

김천시 평화동 한일장미아파트 일원

김천시 성내동 항도아파트, 정휘맨션 일원

김천시 황금동 일원

상주시 만산동 일원

상주시 계산동 일원

상주시 냉림동, 복룡동, 부민아파트 일원

상주시 가장동 일원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화진금봉 1, 2차, 용우아파트 

일원

칠곡군 약목면 두성, 우영아파트 일원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시티타운 일원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우방아파트 일원

칠곡군 북삼읍 율리 전원대동아파트 일원

칠곡군 석적읍 중리 

구미시 인의동 818(시영아파트) 일원

구미시 인의동 279번지 일원

구미시 사곡동 697-1번지(보성황실1차) 일원

상주시 신봉동 537-1번지(청구아파트) 일원

상주시 상산로 147(동아아파트) 일원

상주시 가장동 일원

상주시 경상대로 2910(낙양지엘리베라움) 일원

구미시 원평동 일원(구미 32, 34, 35 셀)

구미시 송정동 삼성장미아파트 일원

구미시 원평동 삼우궁전맨션 일원

칠곡군 왜관읍 삼성아파트 일원

구미시 도량동 일원(구미 15, 16, 17셀)

구미시 형곡로 17길 9(3주공아파트)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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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혁신5로 11(KCC스위첸) 일원

구미시 고아읍 문성로 30(서희스타힐스) 일원

칠곡군 기산면 봉산리 159번지 일원

칠곡군 기산면 기산공단1길 3 일원

칠곡군 기산면 주산로 1213 일원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일대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197 번지 일원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253-66 번지 일원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570 번지 일원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952 번지 일원

구미시 광평동 80 번지 일원

김천시 덕곡동 876 번지 일원

구미시 신평동 114 번지 일원

구미시 거의동 617 번지 일원

김천시 용전3로 24 일원

김천시 혁신8로 66 일원

구미시 문장로 22길 33 일원

구미시 문장로 22길 34 일원

구미시 원평동 301 번지 일원

구미시 원평동 964 번지 일원

구미시 원평동 116 번지 일원

구미시 원평동 53 번지 일원

구미시 원평동 7 ~ 43 번지 일원

구미시 오태동 748 번지 일원

구미시 오태동 151 번지 일원

구미시 오태동 657 번지 일원

상주시 인봉동 362-2 번지 일원

상주시 신봉동 179-20 번지 일원

상주시 남성동 222 번지 일원

상주시 복룡동 186-5 번지 일원

구미시 송정동 대우로얄아파트 일원

칠곡군 석적읍 금호어울림 아파트 일원

칠곡군 석적읍 남광하우스토리 일원

고령군 쌍림년 안림리, 안화리 일원

고령군 덕곡면 반성리, 후암리, 본리 일원

고령군 성산면 가산리, 박곡리, 고타리, 득성리 일원

구미시 임수동 300~600번지 일원

구미시 임수동 90~300번지 일원

구미시 봉곡동 20~400번지 일원

구미시 봉곡동 50 ~16번지 일원

구미시 봉곡동 180~250번지 일원

구미시 봉곡동 270~360번지 일원

구미시 봉곡동 160~280번지 일원

구미시 봉곡동 200~230번지 일원

구미시 봉곡동 380~410번지 일원

구미시 봉곡동 150~420번지 일원

구미시 봉곡동 120~720번지 일원

구미시 봉곡동 50~542번지 일원

구미시 봉곡동 17~546번지 일원

구미시 봉곡동 180~240번지 일원

구미시 송정대로 6길~21길 일원

구미시 송정동 140~440번지 일원

구미시 송정동 31~470번지 일원

구미시 송정동 10~480번지 일원

구미시 송정동 6~76번지 일원

상주시 남성동 198-15번지 일원

상주시 신봉동 534-7번지 일원

김천시 율곡동 773 엠코타운 더 플래닛 일원

구미시 봉곡남로 148번지 일원

구미시 옥계동 922번지 일원

고령군 쌍림면 고곡리, 월막리 일원

고령군 대가야읍 쾌빈리 일원

구미시 도량동 600 ~ 700번지 일원

구미시 원남로 4길 일원

구미시 남통동 90 ~ 288번지 일원

구미시 신평동 150번지 일원

구미시 신평동 300번지 일원

구미시 신평동 70 ~ 120번지 일원

구미시 형곡1동 112번지 일원

구미시 형곡로 26길 일원

구미시 형곡로 8길 일원

구미시 형곡동 중앙로 55 일원

구미시 형곡로 29길 일원

구미시 형곡로 2길 일원

구미시 사곡동 400번지 일원

구미시 사곡동 600번지 일원

구미시 임은동 200번지 일원

구미시 황상동 300번지 일원

구미시 남통동 2번지 일원

구미시 황상동 210번지 일원

구미시 옥계동 909번지 일원

구미시 옥계동 906번지 일원

구미시 구평동 1088번지 일원

구미시 상모동 77-1번지 일원

구미시 옥계동 540, 545번지 일원

칠곡군 왜관읍 왜관5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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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998 일원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285 일원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212 일원

칠곡군 왜관읍 왜관 12리 일원

칠곡군 지천면 연호리 일원

구미시 상모동 271번지 일원

구미시 금오산로 400 일원

구미시 황상동 210번지 일원

구미시 옥계동 935번지 일원

구미시 산동명 신당리 1388번지 일원

구미시 옥계동 936번지 일원

구미시 남통동 1~20번지 일원

구미시 비산동 100~300번지 일원

구미시 형곡동 100~140번지 일원

구미시 황상동 416번지 일원

구미시 황상동 350번지 일원

구미시 인의동 440번지 일원

구미시 인의동 560번지 일원

구미시 진평동 1000번지 일원

구미시 진평동 92번지 일원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775번지 일원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782번지 일원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180번지 일원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590번지 일원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340번지 일원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630번지 일원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 200번지 일원

칠곡군 왜관읍 삼청리 일원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일원

칠곡군 약목면 덕산리 일원

칠곡군 약목면 교리 일원

칠곡군 동명면 송산리 일원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 일원

칠곡군 동명면 봉암리 일원

칠곡군 동명면 구덕리 일원

상주시 낙양동 130번지 일원

성주군 초전면 문덕리, 칠전리 일원

성주군 초전면 봉정리, 동포리, 어산리 일원

성주군 초전면 봉정리(512셀) 일원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 일원

고령군 대가야읍 저전리, 중화리, 내상리 일원

고령군 다산면 벌지리 일원

고령군 개진면 양전리 일원

고령군 운수면 화암리 일원

고령군 대가야읍 개진공단 일원

고령군 성산면 감정리, 박곡리, 무계리 일원

고령군 쌍림면 신곡리 일원

고령군 쌍림면 백산리 일원

고령군 쌍림면 매촌리, 귀원리 일원

고령군 운수면 월산리 일원

구미시 구평동 1087번지 일원

구미시 구평동 941번지 일원

고령군 대가야읍 혼촌리, 나정리 일원

고령군 대가야읍 연조리 일원

고령군 대가야읍 장길 일원

구미시 상모동 50~68번지 일원

성주군 선남면 소학리 일원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일원

성주군 초전면 대장리 일원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일원

성주군 성주읍 금산리 일원

성주군 월항면 장산리 일원

칠곡군 왜관읍 석전3리 일원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718 일원

성주군 용암면 용정리 472 일원

상주시 냉림동 138번지 일원

상주시 서성동 45-1번지 일원

상주시 낙양동 162번지 일원

상주시 남성동 98-9번지 일원

상주시 남성동 177-2번지 일원

상주시 신봉동 288-2번지 일원

상주시 냉림동 140번지 일원

상주시 연봉동 35번지 일원

상주시 성동동 188번지 일원

상주시 복룡동 349-21번지 일원

고령군 대가야읍 장기리 364번지 일원

고령군 다산면 노곡리 1099번지 일원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 261번지 일원

고령군 쌍리면 고곡리 946번지 일원

칠곡군 왜관읍 왜관9리 일원

칠곡군 동명면 송산리 192번지 일원

구미시 황상동 119-3 화진금봉1차 일원

구미시 옥계동 905-1 옥계휴먼시아1차 일원

구미시 공단동 251번지 파라디아 일원

구미시 임은동 316-36번지 삼도뷰엔빌 일원

구미시 옥계동 919 중흥S클래스 에듀힐스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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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광평동 792-15 광평푸르지오 일원

구미시 옥계동 905 옥계휴먼시아2차 일원

구미시 공단동 601 E편한세상 구미파크벨리 일원

구미시 송정동 62 개나리아파트 일원

구미시 임은동 173 태왕아너스빌 일원

구미시 송정동 3 푸르지오캐슬A 일원

구미시 송정동 2 푸르지오캐슬B 일원

구미시 송정동 2 푸르지오캐슬C 일원

구미시 송정동 183 동양한신아파트 일원

고령군 성산면 사부리 일원

고령군 대가야읍 쾌빈리 일원

고령군 대가야읍 본관리~신리 일원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27일원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500번지 일원

성주군 성주읍 예산3리 일원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 1132번지 일원

성주군 선남면 유서리 일원

성주군 성주읍 대황리 일원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 일원

성주군 성주읍 용산2리 일원

성주군 성주읍 용산1리 일원

성주군 성주읍 백전리 일원

성주군 용암면 상언리 일원

성주군 월항면 장산1리 일원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426번지 일원

성주군 성주읍 백전1리 137일원

성주군 초전면 칠선리 일원

성주군 용암면 운산리 일원

성주군 용암면 용정리 일원

성주군 성주읍 금산리 일원

구미시 지산동 105번지 일원

구미시 지산동 853번지 일원

구미시 원평동 336번지 일원

구미시 광평동 165 공무원주택 일원

구미시 형곡동 180번지 일원

구미시 형곡2동 213번지 일원

구미시 형곡2동 322번지 일원

구미시 상모동 37번지 일원

구미시 임은동 437번지 일원

구미시 임은동 261번지 일원

구미시 구포동 559번지 일원

구미시 진평동 27번지 일원

구미시 진평동 13번지 일원

구미시 진평동 80번지 일원

구미시 진평동 179번지 일

구미시 인의동 700번지 일원

상주시 무양동 200번지 일원

상주시 무양동 190번지 일원

상주시 무양동 256번지 일원

상주시 서성동 163번지 일원

상주시 낙양동 155번지 일원

상주시 남성동 12번지 일원

상주시 낙양동 7번지 일원

상주시 냉림동 200번지 일원

상주시 남성동 21번지 일원

상주시 성하동 11번지 일원

군위군 구지길 107번지 일원

군위군 한티로 2054번지 일원

군위군 남산길 30번지 일원

김천시 혁신3로 16 일원(로제니아오피스텔)

김천시 혁신4로 72 일원(김천 천년나무2단지)

김천시 용전3로 10 일원(김천 천년나무3단지)

김천시 혁신3로 46 일원(영무메트로)

김천시 혁신4로 46 일원(한신더휴퍼스트리움)

구미시 형곡동로2길 5-7 일원(진주맨션2차)

구미시 봉곡로 23길 6-20 일원(영남네오빌시티)

구미시 도봉로 67 일원(뜨란채 5단지)

구미시 형곡서로106일원(풍림1차,전원리빙필,두산2차)

구미시 봉곡로 24길 33-11 일원(봉곡 E편한세상)

구미시 봉곡동로 16 일원(도성관)

구미시 황상동 230번지 일원(3주공 아파트)

구미시 구포동 624번지 LG이노텍 기숙사 일원

구미시 문장로 111 일원(롯데캐슬 골드파크)

구미시 들성로 171-21 일원(고아 세영리첼)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 9길 81 일원(효성해링턴 3단지)

김천시 율곡동 조달청품질관리단 일원

김천시 율곡동 농산물품질관리단 일원

김천시 율곡동 교통안전관리공단 일원

김천시 율곡동 법률관리공단 일원

김천시 율곡동 국립종자원 일원

구미시 도량1동 750 럭키전원아파트 일원

구미시 신평동 70번지 일원

구미시 송정동 38번지 일원

구미시 인의동 601번지 일원

구미시 인의동 992번지 일원

구미시 사곡동 273번지 일원

구미시 선기동 107번지 일원

구미시 사곡동 697번지 일원

구미시 옥계동 835번지 일원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432번지 일원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258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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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뉴HD케이블TV 상품 제공 지역(아날로그 상품 제공 불가 지역)

구미시 진평동 미래주공 일원

칠곡군 석적읍 중리 90번지 일원

칠곡군 석적읍 중리 125번지 일원

칠곡군 석적읍 성곡리 421 일원

구미시 황상동 199번지 일원

구미시 양호동 591번지 일원

구미시 임수동 269번지 일원

구미시 공단동 204번지 일원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 126번지 일원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 1072번지 일원

김천시 아포읍 국사1리 270 일원

김천시 아포읍 국사3리 748번지 일원

칠곡군 석적읍 775 한솔솔파크 아파트 일원

구미시 선기동 537번지 일원

구미시 고아읍 1324번지 일원

구미시 상모동 5번지 일원

구미시 사곡동 704번지 일원

구미시 고아읍 628번지 일원

구미시 공단동 264번지 일원

구미시 구포동 624번지 일원

구미시 상모동 39번지 일원

구미시 임은동 261번지 일원

구미시 구평동 부영단지 일원

구미시 도량동 200번지 일원

구미시 비산동 148번지 일원

구미시 오태동 83번지 일원

구미시 옥계동 543번지 일원

구미시 인의동 367번지 일원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 622번지 일원

구미시 선산읍 내고리 일원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425번지 일원

칠곡군 왜관읍 대화아파트 일원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840번지 일원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450번지 일원

칠곡군 왜관읍 낙산리 481번지 일원

칠곡군 왜관읍 금남리 350번지 일원

칠곡군 약목면 무림리 1276번지 일원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237번지 일원

칠곡군 기산면 행정리 1047번지 일원

칠곡군 석적읍 반계리 315번지 일원

칠곡군 기산면 영리 426번지 일원

칠곡군 기산면 각산리 142번지 일원

칠곡군 왜관읍 1571 왜관협성휴포레 일원

칠곡군 왜관읍 봉계리 399번지 일원

칠곡군 왜관읍 208-18 이원리버빌 일원

칠곡군 왜관읍 로얄아파트 일원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596 일원

칠곡군 왜관읍 566-1 한빛아파트 일원

칠곡군 석적읍 1337 효성해링턴2단지 일원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 633번지 일원

칠곡군 약목면 교리 34번지 일원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 229번지 일원

칠곡군 석적읍 포남리 324번지 일원

칠곡군 석적읍 포남리 923번지 일원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252번지 일원

칠곡군 석적읍 중리 171번지 일원

김천시 용두동 167번지 일원

김천시 성내동 153번지 일원

김천시 성내동 10번지 일원

김천시 평화동 10번지 일원

김천시 성내동 112번지 일원

김천시 황금동 18번지 일원

김천시 평화동 400번지 일원

김천시 평화동 245번지 일원

김천시 부곡동 188번지 일원

김천시 부곡동 366번지 일원

김천시 덕곡동 1400번지 일원

김천시 부곡동 1066번지 일원

김천시 삼락동 148번지 일원

김천시 응명동 681번지 일원

김천시 대광동 1318번지 일원

김천시 양천동 1541번지 일원

구미시 임은동 437 백산빌리지 일원

구미시 임은동 437 새한사택C동 일원

구미시 옥계동 617 부영2차 아파트 일원

구미시 비산동 28 강변보성아파트 일원

김천시 신음동 덕일아파트, 우방1차, 삼보아파트 일원

구미시 시미동 LG전자 공장 일원

구미시 송정대로 164 일원

구미시 봉곡동 아이파크 아파트 일원

구미시 신평동 비즈니스센터#1(종합비즈니스) 일원

구미시 신평동 비즈니스센터#2(산학융합본부) 일원

구미시 송정동 태왕아너스빌 일원

김천시 지좌동 아주아트빌 일원

김천시 시브로 아파트 일원

김천시 도로공사 일원

김천시 남혁신 코아루 일원

김천시 LH형복 아파트 일원

김천시 부항면 수자원공사 시설 일원

칠곡군 시민운동장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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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HD케이블TV 상품 제공 지역(아날로그 상품 제공 불가 지역)

칠곡군 태왕아너스 센텀 일원

김천시 양천동 506번지 일원

김천시 양천동 903번지 일원

김천시 용호동 112번지 일원

김천시 응명동 108번지 일원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일원

김천시 지좌동 440번지 일원

김천시 감호동 208번지 일원

김천시 부곡동 1024번지 일원

김천시 다수동 110번지 일원

김천시 대광동 494번지 일원

김천시 문당동 42번지 일원

김천시 백옥동 216번지 일원

김천시 부곡동 279번지 일원

김천시 삼락동 114번지 일원

김천시 평화동 245번지 일원

김천시 황금동 102번지 일원

김천시 남면 운곡리 일원

상주시 무양동 290-6 상주무양 LH7단지 일원

상주시 냉림동 178번지 일원

상주시 복룡동 245번지 일원

칠곡군 가산면 삼곡리, 천평리, 금화리 일원

칠곡군 기산면 죽전리 일원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 556번지 일원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 737번지 일원

구미시 공단2동 256 3주공아파트 일원

김천시 대덕면 일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