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방송통신 일일 동향 보고서

2009년 7월 13일/14일

TD-SCDMA 장비 3차 입찰 결과:
중흥통신(中興), 화웨이(華爲), 다탕(大唐)

아이폰(3G) 중국시장 진출 가속

z 차이나 모바일 관계자에 따르면 TD 3차 입찰 중 중흥통신(ZTE)
34%, 화웨이(華爲) 22%, 다탕(大唐) 16% 이며 나머지 업체들은
약 5%～6%임.

z 미국의 WedgePartners 보고에 따르면 아이폰(3G)은 중국 진출
발걸음을 가속. 중국 공업신식화부는 아이폰 테스트 신청을 접수
하였으며, 이는 아이폰(3G)이 올해말 혹은 3, 4개월 후에 입망허
가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同 입찰중 8개 통신장비 제조업체가 참가함. 차이나 모바일은
비즈니스, 기술, 브랜드, 산업 발전에 대한 공헌 등 면에서의 평가
를 통해 최종 선정을 실행. 이중 비즈니스 50%, 기술 25%, 1차, 2
차 입찰 선정 결과 15%, 브랜드, 공헌 등이 10%를 차지함. 평과
결과에 따르면 중흥(中興) ,화웨이(華爲), 다탕(大唐), 노키아지멘
스 등 기업이 A류, 푸탠(普天), 퍼엉훠(烽火), 에릭슨. 신디퉁(新邮
通) 등 기업이 B류 기업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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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通信产业网(2009.7.13)
원문 : http://www.ccidcom.com/html/yaowen/200907/12-701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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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赛迪网(2009.7.13)
원문 : http://www.chinanews.com.cn/it/it-itxw/news/2009/07-13/1772612.shtml

소비자중 92%는 제품 구매 시
TV홈쇼핑을 택하지 않음

중국 인터넷 가입자는 3억 육박

z 2009년 상반기, 베이징소비자협회는 TV홈쇼핑 관련 신고 회수가
472건임. 신고 회수가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어 베이징소비자협
회는 TV홈쇼핑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함. 이중 92%의 소비자는
제품 구매시 TV홈쇼핑 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였으며, 주요원
인은 아직까지 TV홈쇼핑을 통해 제품 구매시 제품의 질에 대한
보장이 안되있다고 밝힘.

z 중국인터넷정보센터(CNNIC)의 보고에 따르면 2008년 중국 인터
넷 가입자는 2.98억 명, 보급률이 22.6%로 세계 평균 보급률
(21.9%)을 초과. 올해 인터넷 가입자 규모는 3.2억 명에 달할 것
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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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北京商报(2009.7.14)
원문 : http://news.ccidnet.com/art/945/20090714/1827277_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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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北京商报(2009.7.13)
원문 : http://news.ccidnet.com/art/11097/20090713/1826103_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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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 휴대폰 구입자 중 40%가 학생

상하이TV 망 지하철에 구축

z 올해 6월까지 3G 휴대폰 매출액은 40% 증가함. 구매자 중에서
40%가 학생으로 나타나 주요 소비군을 이룸.

z

-

학생의 휴대폰 사용주기는 5개 월로 조사되였으며, 3G 빠른 모
바일 인터넷 접속속도가 학생들의 관심을 받고 있음. 벨소리, 음
악, 애니메이션, 게임 등 콘텐츠가 선호도가 높음.

-

G

상하이TV가 중국에 처음으로 지하철 내 모바일TV망 구축
2009년 6월 30일, 상하이 지하철 1, 2, 3, 4, 5, 9 등 노선에서 상
하이TV를 시청할 수 있음. 올해 말까지 지하철 6, 7, 8 등 노선에
서도 시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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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北京晚报(2009.7.10)
원문 : http://comm.ccidnet.com/art/1572/20090710/1824305_1.html

자료원 : 科讯网(2009.7.13)
원문 : http://www.bmedia.com.cn/c8441/c8471/w10181994.asp

상하이 CMMB 시범서비스 4개월
가입자 1만명에 그쳐

2009년 말, 베이징 남3환에서 북4환까지
무선인터넷 가능

z 올해 3월 16일부터 상해 CMMB 시범서비스 시작해서 현재까지
가입자 약 만 명으로 예상치 보다 훨씬 낮음. 업계 관계자에 따르
면 CMMB의 유료화 서비스가 가입자 확보에 제일큰 걸림돌임.
가입자 확보를 위해 CMMB 사업자는 7월에 주식 정보 서비스,
상해엑스포 채널을 개통할 예정임.

z 올해 말까지 베이징 남3환에서 북4환까지 무선인터넷망 커버예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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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한편 공업신식화부는 단지 TD휴대폰에 CMMB 입망 허가를 비준
해 WCDMA, CDMA2000 등 가입자는 CMMB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 따라서 CMMB는 GPS, MP5 등에 단말기에서만 사용 가
능함.
자료원: 新闻晨报(2009.7.7)
원문 : http://www.dvbcn.com/2009-07/07-35365.html

현재 베이징 무선인터넷망은 2환, 3환, CBD, 금융가, 중관촌, 왕
징개발구, 쇈우(宣武), 이좡 지역에 커버함. 제2차 무선인터넷 구
축은 올해 말에 완료될 예정이며 커버지역은 남3환에서 북4환임.
2010년까지 제3차 구축이 완료되면 베이징 전 지역에서 무선인
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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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무선도시(Wireless City)" 구축은 시민들이 실외에서 쉽
게 인터넷 접속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도모하는 것임.
자료원：北京晚报(2009.7.14)
원문 : http://www.chinanews.com.cn/it/it-txxw/news/2009/07-14/1774808.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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