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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2012년 8월 28일, 우루과이 정부는 수 주 내로 디지털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Digital
Terrestrial Television Broadcasting, DTT) 라이선스를 상업채널 3개, 공공채널 2개,
지역채널 2개를 대상으로 경매를 실시할 예정임
- 당초 상업채널 경매는 2012년 8월 넷째 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우루과이 정부는
사업자들의 무관심을 이유로 연기했으며, 향후 15일 내로 경매 준비를 완료할 예정임

Briefing
 2012년 8월 28일, 우루과이 정부는 수 주 내로 디지털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Digital
Terrestrial Television Broadcasting, DTT) 라이선스를 상업채널 3개, 공공채널 2개,
지역채널 2개를 대상으로 경매를 실시할 예정임
-

상업 채널 6개 중 3개 채널(Monte Carlos, Teldoce, Canal 10)과 공공채널 3개중 1개
채널(Televisión Nacional Uruguaya)은 선정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2개 지역채널에
대해서는 경매를 통해 라이선스를 발급할 예정임

-

당 초 상 업 채 널 경 매 는 2012 년 넷 째 주 로 계 획 되 었 으 나 , 개 인 채 널 연 합 인
방 송 인 협 회 (Broadcasters Association) 의 대 통 령 법 안 에 대 한 의 견 충 돌 이 후
사업자의 무관심을 이유로 연기됐으며, 향후 15일 내로 경매 준비를 완료할 예정임

-

정부에 따르면, 각 사업자는 채널 경매를 통해 현재 통용되거나 폐지 가능한
라이선스를 보유 할 수 있고, 채널 경매에 참가하여 15년 기간의 라이선스 소유 및
10년 후 기간 연장 요청 가능함

 2012년 7월 16일, 우루과이 TNU(Televisión Nacional de Uruguay)는 HD DTT 시범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힘
-

금번 HD DTT 시범 서비스는 30개 UHF 채널의 방송을 TNU SD, TNU One-sec, TNU
HD 등 3개 채널로 송출하는 방식을 통해 진행되며, TNU는 同서비스를 2012년 8월
14일에 공식적으로 출범하고, Monteviedo지역과 주변지역에 ISDB-T 디지털 방송
서비스를 지원하고 TV 세트와 휴대전화의 TNU HD 콘텐츠 뿐만 아니라 TNU SD를
제공함

*

UHF: 주파수 300∼3,000MHz(1MHz=1,000kHz)인 극초단파(UHF)를 사용한 텔레비전
송수신방식

*

ISDB-T은 통합 서비스 디지털 방송으로 일본에서 개발한 디지털 텔레비전 및 디지털
오디오 방송 형식임

 한편, 우루과이 정부는 2015년 11월 21일 디지털 방송(Digital Terrestrial Television,
DTT) 전환을 최종 완료할 계획임
-

우루과이는 Vázquez
정부 시절인 2007년 8월 디지털 TV 표준을 DVB-T와 DVBH로 결정했으나, Mujica 현 대통령은 기존의 입장을 바꿔 ISDB-T에 관심을 표명,
2010년ISDB-T를 공식적인 디지털 방송 표준 방식으로 선정함

- 우루과이 정부는 상기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브라질 정부와 콘텐츠 서비스에 관한
협약을 맺었으며, 일본 정부와는 디지털 방송 기술 분야 협력, 한국 정보통신
정책연구원(KISDI)과는 하이브리드 TV 및 모바일 TV 관련 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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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정부, DTT 방송 라이선스 경매 계획
[우루과이의 DTT 전환 계획]
구분

세부 계획

DTT 표준방식

ISDB-T(2010년 9월 27일)

DTT 전환완료일

2015년 11월 21일

협력 현황

-브라질 정부:콘텐츠 서비스 협력
-일본정부: 디지털방송 기술 협력
-한국 KISDI: 하이브리드 TV, 모바일 TV 협력

출처: MIME (2011)

View Point
 금번 라이선스 발급이 완료되면, 우루과이의 유료 방송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됨
 디지털 방송 체제로 전환이 되면, 우루과이의 시청자들은 양방향 커뮤니케이션과
능동적 이용과 같은 서비스를 즐겨 사용할 수 있고 고화질의 방송과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전망임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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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uguayan Government to bid six DTT commercial channels, nextviatam,
201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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