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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TV 전환과 함께 성장하는 주변기기시장
- 네덜란드의 디지털 TV 연결망, 높은 증가율 보임 - 디지털 TV 관련 주변기기 수요 동반 증가 전망 -

□ 네덜란드 디지털TV 연결망 가입자 급증
ㅇ 2006년 말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고 디지털 방송을 공급하기 시작한 이후로 네덜란드 디지털 TV 연
결망 시장은 2011년 한 해 동안 13%의 성장률을 보임.
- Telecompaper의 분기별 조사에 따르면, 현재 73%의 네덜란드 가정이 디지털TV를 시청하며, 디지털
TV 연결망에 가입한 가구 수는 약 600만에 이름.
- 2012년 디지털 TV 연결망 시장성장률은 11% 정도로 예측
ㅇ 네덜란드의 디지털 TV 연결망 현황
- 네덜란드는 위성, 케이블, 지역(Terresterial) 방식의 디지털 TV 형식 수신형식이 있으며 현재 케이블
디지털 TV가 가장 우세
- 디지털 TV로의 전환이 이뤄지기 전에 네덜란드 총 가구의 80%는 케이블 TV를 이용
- 따라서 네덜란드 가구들은 원래 있던 케이블 TV로 수신 전환을 하거나 특별한 경우 디지털 컨버터 또
는 셋톱박스를 이용해 원래 있던 케이블 TV의 튜너를 재활용하는 방식을 이용해 디지털 TV로 수신을
전환함.
- 때문에 디지털 TV를 새로 구매하기보다는 가지고 있던 케이블 TV에서 수신만 바꾸는 형상을 보임.
- 현 상황은 디지털 TV 시장 자체의 확대라기보다는 디지털 TV 연결망의 확대와 컨버터, 셋톱박스 등
디지털 TV 관련기기 시장의 성장이라고 볼 수 있음.
□ 디지털TV 주변기기 수요 증가
ㅇ 디지털 TV 연결망 시장 확대에 따라 네덜란드 디지털 TV 녹화기기 보유가구 증가 추세. 따라서 녹화
저장장치 등의 주변기기 역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
- 디지털 TV 수신자체는 기존의 케이블 TV를 통해 가능하지만, TV 프로그램 녹화 등의 부가 기능은 과
거 아날로그 TV VTR 방식으로는 불가능함. 현재는 하드디스크(HD)에 녹화하는 방식
디지털 TV 하드디스크 녹화장치 보유가구 비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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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tichting KijkOnderzoek
ㅇ 디지털 TV 녹화장치
- 하드 디스크(HD) 녹화장치 가구당 보유율은 2008년 14.3%로 시작해 끊임없이 증가함. 2012 현재 총
디지털 TV 가구 보유 중 하드 디스크 녹화장치를 보유한 가구의 비율은 39%로 지난해 36%에 비해
3% 성장.
- 녹화 기능이 있는 셋톱박스(디지털 텔레비전 신호를 일반 텔레비전에서 볼 수 있도록 전환하는 장치)
사용 가구는 2012년 전체 19%로 전년대비 3% 증가
디지털 TV 녹화 장치별 성장 추이

출처: TNS-NIPO
□ 네덜란드 시장에 출시된 디지털TV 관련 제품들
(단위: 유로)
제품

회사

제품명

특징

Western Digit

휴대용

소형 하드드라이브 디스크,

al

저장 장치 1TB

외장 저장 장치

Sony

HDD DVD 레코더

HDD 장착, DVD 녹화

DVR

DVD 녹화 및 DVD,

DVD/VHS 플레이어

VHS 재생

Toshiba

가격
88

209

239

하드디스크 레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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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

블루레이 플레이어

Humax

디지털 TV 수신기

Vivanco

TV 튜너 기능 등

디지털 멀티미디어 수신기,
HDTV 튜너, 트윈 튜너

비디오 케이블
커넥터

커넥터, 길이 3M

379

139

51,99

출처: Mediamarkt, Bol.com
□ 시사점 및 전망
ㅇ 디지털 TV·DVD·녹화장치의 내·외부 저장장치 수요 증가 전망
- European Commission은 디지털 TV 시장의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로 방송 녹화 기술
컨버전스와 그를 뒷받침하기 위한 저장장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
- 비디오 녹화·DVD 녹화장치시장이 성장하면서 하드 디스크 내·외부 저장 칩 수요 역시 증가할 것
- 현재 네덜란드 시장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저장 장치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 미래 수입 관심상품으로 SSD(Solid state disk)와 같은 대용량 저장 장치나 블루레이 디스크와 같은 T
V 주변기기를 들 수 있음.
ㅇ 디지털 TV 관련 기기뿐만 아니라, 인터넷 연결망을 이용한 네트워크 연결 케이블 또는 관련 가전제품
시장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음.

자료원: Dutch Daily news, Telecompaper, Open Soceity Foundation, Media Policy, IDC(International
Data Coporations), European Commision, Digital TV News, TNS-NIPO, Broadband TV News, 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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