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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2012년 9월 디지털 전환 개시 계획
2012. 09. 07

Overview

 2012년 8월 16일, 뉴질랜드가 2012년 9월 30일 아날로그 TV의 디지털 전환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뉴질랜드의 디지털 전환은 2013년 12월 1일 완료될
예정임
－ 2012년 6월 기준 뉴질랜드의 디지털 TV 보급률은 86%를 기록했으며, 전 국토를 5개
권역으로 분류하여 순차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진행할 계획임
 한편, 뉴질랜드는 디지털 전환으로 발생하는 700MHz 대역 유휴주파수(White
Space)를 LTE 기술 등 통신 분야에 활용할 계획이며,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는 대로
同 대역 경매를 진행할 예정임

Briefing

 2012년 8월 16일, 뉴질랜드가 2012년 9월 30일 아날로그 TV의 디지털 전환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힘
－ 2012년 6월 기준 뉴질랜드의 디지털 TV 보급률은 86%를 기록함
－ 뉴질랜드는 2012년 9월 30일 West Coast 지역과 Hawke’s Bay 지역을 시작으로
디지털 전환을 진행할 예정이며, 2013년 4월 28일에는 South Island 나머지 지역,
2012년 9월 29일에는 Lower North Island와 East Coast 지역의 디지털 전환을 진행,
2013년 12월 1일 Upper North Island를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을 완료할 계획임
[ 뉴질랜드의 아날로그 TV 디지털 전환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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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2012년 9월 디지털 전환 개시 계획
 한편, 뉴질랜드는 디지털 전환으로 발생하는 700MHz 대역 유휴주파수(White
Space)를 LTE 기술 등 통신 분야에 활용할 계획임
－ 뉴질랜드는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는 대로 同 대역 주파수 경매를 시행할 예정이며,
주파수 경매로 11억 달러에서 24억 달러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기대함

View Point

 뉴질랜드가 2013년 12월 디지털 전환을 완료한 이후, 아날로그 방송에 사용했던
700MHz 대역을 LTE 등 통신 분야에 활용하기 위해 경매를 시행할 계획이며, 同
대역을 이용해 LTE 서비스를 개시하고자 기다리고 있던 통신사업자들이 同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뉴질랜드가 700MHz 경매를 신속하게 개시 및 완료할 경우, 2014년
뉴질랜드에 LTE 시장이 개화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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