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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정부, 디지털 셋톱박스 무료 공급하기로
- 400만 대의 DVB-T2 셋톱박스 수요 예상 -

□ 2012년 말까지 디지털 TV 시청인구 80% 이상 전환 목표
○ 케냐 정부는 2012년 12월부터 아날로그 방송을 전격 중단하고 본격적인 디지털 방송을 실시함에 따
라 기존 아날로그 수신자들이 최대한 빨리 디지털 수신으로 전환하도록 돕기 위해 디지털 TV 수신용
셋톱박스를 무상 공급하기로 결정
○ 2009년 인구조사에서 2008년 말 기준 최소 450만여 대의 TV가 보급됐으며(TV 시청자는 성인 1537
만 명, 어린이 1200만 명), 그 중 90%에 해당하는 400만여 대의 TV가 DVB-T2 셋톱박스를 연결해야
만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아날로그 TV인 것으로 파악됨.
○ 케냐 정부는 2012년 12월까지 TV 시청 인구의 최대 80% 이상이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201
2년 6월부로 셋톱박스에 대한 수입관세, 부가세를 면세 처리했음. 하지만 디지털 수신장비가 현지 서
민들 편에서 보면 너무나 고가 장비라서 일반 시청자들이 쉽게 구매하기가 어려움.
○ 케냐 정통부의 관련자를 인터뷰한 결과, 정부에서 단체 구매예정인 셋톱박스는 단가가 최소 2500~50
00실링(30~60달러 수준)으로 예정된 것으로 파악되며 관계자는 셋톱박스가 충분히 보급되는 2~3년
후에야 서민들이 구매 가능한 약 1000실링 수준(약 12달러)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음.
○ 또한 이 관계자는 셋톱박스는 케냐 국영방송(Kenya Broadcasting Corporation)이 운영하는 'Signe
t'이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디지털 방송 서비스를 신청하는 신청자를 기준으로 무료 보급할 예정이긴
하나 한가지 문제점은 몇 년 전부터 TV 수상기 허가제도가 폐지되면서 그동안 케냐 내 TV를 보유한 수
신자의 정확한 신상정보가 전무하다는 것임.
□ 시사점
○ 한국 제품이 현지 진출하기 위해서는 가격 부분이 민감할 것으로 보여 중국 제품과 경쟁이 예상됨. 정
부는 무상 공급 시 영세민들이 셋톱 박스를 인근국에 팔아 넘길 경우를 우려(정통부 관련자 의견)하는
데, 중국 제품은 이러한 대비가 없으나 우리 기업이 이에 대한 케냐만의 국가인증 방식이나 인근국에
서 사용 불가하도록 특별 코딩하는 방식으로 특화할 경우 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임.
○ 현재 CCK에서 승인한 DVB-T2타입 셋톱박스는 현재까지 3가지 모델 중 중국산 GOSPELL DVB-T2
SET TOP BOX이 이미 몇몇 발빠른 수입상을 통해 판매됨. 상세 스펙은 아래와 같으며 현지화로 9200
실링(110달러 정도)에 판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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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Fully support EN300744(DVB-T) and EN302755(DVB-T2) standards.
- HDTV/SDTV MPEG-4 H.264 decoding
- Support CONAX 7.0 / Gospell CAS
- Support 480i/480p/576p/720p/1080i
- HDMI output for High Definition
- Support S/PDIF audio output
스펙

- Support TELEX/SUBTITLE/MULTILANGUAGE
- Support EPG
- Channel edit function including Favorite, Move, Delete, Lock, Skip, Rename
- Variable aspect ratio(4:3/16:9)4:3 pan & scan or letter box modes
- Support USB 2.0 software upgrade and OTA software upgrade
- Support USB 2.0 PVR, MP3, AVI, DAT, MKV, MP4, MPG, VOB, WMA, BMP,
JPG, Photo playback

자료원: 케냐통신위원회 및 현지 수입상 인터뷰, 현지 일간지 기사 종합, 코트라 나이로비 무역관 자체분
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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