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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루마니아 통신부는 디지털 지상파 방송(Digital Terrestrial Television, DTT) 플랫폼을
출시하여, 2013년 말까지 루마니아 內에 텔레비전 프로그램 서비스 15개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힘
 DTT 서비스 개시일은 루마니아 경쟁위원회 및 통신 규제기관(National Authority for
Management and Regulation of Communications, ANCOM)이 디지털 방송 전환
관련 절차를 마련한 후 정해질 예정임

Briefing
 루마니아 통신부는 디지털 지상파 방송(Digital Terrestrial Television, DTT) 플랫폼을
출시하여, 2013년 말까지 루마니아 내에 텔레비전 프로그램 서비스 15개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힘
-

루 마 니 아 의 디 지 털 방 송 전 환 은 유 럽 경 제 공 동 체 (Communauté économique
européenne, CEE) 가입국 대비 다소 늦춰짐

-

이는 2010년 8월, 루마니아 정부가 빈곤층이 몰려 있는 지방 및 노인층을 배려하여,
디지털 방송 전환 완료 시기를 2012년에서 2015년으로 연기한 사안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루마니아 內 DTT 서비스 가격은 1,000만-2,000만 유로, 지상파 디지털 방송 규격은
DVB-T2 표준이 될 계획임

-

DTT 서비스 지역 커버리지는 서비스 개시 후 수개월 내에 70%를 달성할 계획임

 DTT 서비스 개시일은 루마니아 경쟁위원회 및 통신 규제기관(National Authority for
Management and Regulation of Communications, ANCOM)이 디지털 방송 전환
관련 절차를 마련한 후 정해질 예정임
-

디지털 방송 전환 관련 절차가 2012년 9월 내에 마련될 경우, DTT 서비스는 2012년
이내에 개시, 2015년 內에 전환이 완료될 예정임
[ 루마니아 DTT 서비스 계획 개요 ]
항목

세부 사항

개시 예정 시기

 2012 년 하 반 기 예 정 ( 디 지 털 방 송 전 환
절차가 2012년 9월 내에 마련될 경우)

전환 완료 시기

 2015년 (예정)

가격

 1,000만-2,000만 유로 사이 (예정)

커버리지

 서비스 개시 후 수개월 내에 70% 달성 (예정)

출처: Broadband TV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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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통신부, 2012년 내로 DTT 개시 계획
View Point

 루마니아 DTT 서비스가 개시 될 시점에는 지상파 및 케이블 디지털 방송 시장
경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됨
 루마니아 디지털 방송 전환 계획이 완료될 시, 루마니아 內 농촌 및 지방 지역의 90만
가구에 디지털 방송이 보급될 예정임
 직접 위성 수신 방식(Direct To Home, DTH) 서비스와 경쟁 중인 디지털 케이블 방송
업체는 DTT 서비스의 개시에 따라 시장 점유율 확대를 꾀할 전망임
- 케이블 사업자 UPC 루마니아 및 유무선 통신 사업자인 RCS&RDS는 디지털 케이블
TV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나, DTH 서비스와의 경쟁에 따라, 시장 점유율
감소에 고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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