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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도 디지털 TV 전환, 확대되는 콘텐츠 수요
- 2013년까지 공중파 방송도 디지털 체제로 전환 - 앞서 경험한 한국, 관련 업체의 진출 용이 -

□ 본격적인 디지털 방송시대 개막
○ 싱가포르의 공영 방송국인 MediaCorp의 7개 공중파 채널이 2013년 말까지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될
예정
- 시청자들에게 더욱 선명하고 깨끗한 이미지와 생생한 사운드환경을 선보이며 디지털 환경에 맞는 새
로운 콘텐츠와 서비스도 함께 제공될 계획
- 대표 채널인 Channel 5, 8, Suria, Vasantham은 2013년 말까지 고화질(HD)로 전환 예정
- 이후 Channel NewsAsia, Okto, Channel U가 2016년까지 HD로 전환
- MediaCorp는 내년 하반기 HD채널 런칭에 앞서, 새로운 콘텐츠 라인업을 발표할 예정이라 밝힘.
○ 디지털 방송 시청을 위해서는 디지털 신호를 받을 수 있는 TV세트 혹은 별도 수신기가 있어야 함.
- 디지털 수신기는 내년 3~4월부터 판매가 시작될 예정이며, 가격은 60~100싱가포르달러 수준으로 예
상
□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과정의 일부
○ 정보통신예술부(MICA)장관 Yaacob Ibrahim은 커뮤닉아시아 부대행사로 열린 Infocomm Media Bus
iness Exchange 개회식에서 싱가포르의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 계획을 전함.
- 싱가포르가 추구하는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계획의 일부라는 내용
- 새로운 디지털 방송포맷인 DVB-T2의 적용으로 싱가포르도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이 가능해졌다고 발
표
- 시청자들에게 더 나은 시청환경을 제공할 뿐 아니라 현재 사용되는 귀한 자원인 공중파(Spectrum)를
절반 수준으로 줄일 것으로 내다 봄.
- 디지털 방송으로 절약되는 공중파는 이동통신기기의 인터넷 데이터 전송 등 다른 방송통신 서비스용
으로 사용될 수 있음.
○ 미디어개발청(Media Development Board)에서는 디지털 방송이 시작되더라도 아날로그 송출도 202
0년까지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함.
- 2020년은 ASEAN회원국이 모두 아날로그 방송을 디지털로 전환하기로 동의한 최종시점
- 또한 소비자들에게 TV전송 방식 전환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겠다는 방침
□ 디지털 방송전환을 위한 준비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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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DA는 작년부터 MediaCorp와 유료 방송콘텐츠 공급자인 Starhub와 협력해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인
구 밀집지역인 앙모키오, 베독 지역 5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실시했음.
- DVB-T2방식의 방송이 싱가포르 도시 환경에서 충분히 작동됨을 확인
- 판매직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방송관련 교육 워크숍을 개최해 디지털 TV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확
한 정보를 고객들에게 제공하도록 지원하기도 함.
- 이후 방송사, 전자제품 제조사들과 협력해 시청자들이 디지털 변환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브
로슈어 배포와 캠페인도 벌일 예정
□ 업계 반응
○ 싱가포르 방송통신 사업자인 Starhub는 디지털 방송환경에 맞는 새로운 콘텐츠 공개는 아직 시기상조
라는 의견을 보였으며 방송사인 MediaCorp 관계자도 급격한 콘텐츠와 제품 판매량의 증가는 기대하
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단계적으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싱가포르 LG전자의 영업부사장인 Arthur Huang씨는 디지털 방송전환은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며 고
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의견을 보임.
□ 시사점과 전망
○ 이미 디지털 전환을 완료한 일본이나 전환단계에 있는 한국, 호주, 홍콩보다는 시작이 늦었지만 작은
도시국가이며 빠른 IT환경 적응을 보이는 국민 특성을 감안하면 싱가포르의 디지털 TV 전환작업은 빠
르게 완료될 전망
○ 디지털 전환에 따른 콘텐츠 수요의 다양화 예상, 콘텐츠 업체의 진출 기회 증대
- 현재 싱가포르에서 유료방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구수는 40%이며 이들 잠재 고객의 콘텐츠 수
요 증가가 예상됨.
- 싱가포르는 이미 많은 수의 시청자들이 SingTel이나 Starhub에서 제공하는 유료방송 서비스를 이용
하기 때문에 콘텐츠산업 생태계는 상당수준 갖춤.

자료원: Strait Times, Business Times, 코트라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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