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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Release 
5 October 2021 

SBS, 라디오 및 언어별 서비스 방향 지역사회 공청회 개최  

 
SBS 는 현대 호주인들의 요구에 발맞춰 발전해 나간다는 공약의 일환으로 SBS 라디오를 통해 제공해 오고 

있는 언어별 서비스에 대한 정기 검토 작업에 착수한다. 이에 따라 서비스 선정 기준 초안과 관련해 

피드백을 얻기 위한 여론 수렴 작업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SBS 언어별 서비스 편성 리뷰는 매 5 년마다 실시되는 센서스 전국 인구조사 결과에 맞춰 시행되며 이는 

SBS 라디오 서비스가 빠르게 변화하는 다문화 사회인 호주를 반영하고자 하는 데 있다. 선정 기준은 2021 

센서스 자료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언어를 결정하고 향후 5 년 간 해당 서비스 언어가 전달되는 

방식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언어별 서비스 편성 리뷰는 라디오, SBS On Demand, 팟캐스트 및 기타 디지털 플랫폼 등의 SBS 오디오 및 

언어 프로그램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오늘부터 시작해 2021 년 11 월 12 일 마무리되는 6 주간의 여론 수렴 작업은 공동체가 SBS 의 라디오 

서비스와 광범위한 오디오 및 언어 서비스 프로그램의 미래에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예정이다. 모든 여론 수렴 결과는 최종적으로 사용될 언어별 서비스 선정 기준을 확립하는 데 고려하게 된다. 

 

SBS 오디오 및 언어 컨텐츠 다당 데이비드 후아 이사는 ““SBS 는 다중언어 서비스를 여러가지 플랫폼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호주의 다양한 커뮤니티와 소통하고 연결되는 유일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45 년 

이상 SBS 는 다문화 커뮤니티를 위해 혁신적이며 의미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해오고 있으며 

현재 60 개 이상의 언어로 라디오, 온라인, 팟캐스트, 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리뷰를 거치며 

언어별 서비스 50 주년을 맞는 SBS 프로그램 구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코로나 19 팬데믹 동안 중요한 최신 뉴스 및 건강 정보를 다문화 커뮤니티에 그들의 언어로 전달함으로써 

SBS 다중언어 서비스의 주요 역할이 입증되었다. 언어별 서비스 편성 리뷰는 오늘날 호주 내 커뮤니티들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SBS 언어별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는 문화적 언어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호주의 수많은 

커뮤니티들을 비롯 새로운 지원과 도움이 고도로 요구되는 커뮤니티들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의 청취자 및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수용하고 호주 전역의 커뮤니티들에 

그들의 피드백을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언어별 서비스 편성 리뷰에 대한 선정 기준은 2022 년 5 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개정된 

SBS 언어별 서비스 프로그램은 2022 년 말 이전에 적용돼 시행된다. 

 

선정 기준에 대한 여론 수렴 기간은 2021 년 10 월 5 일부터 11 월 12 일까지 이어진다. 선정 기준 초안을 

확인 및 피드백 작성은 sbs.com.au/consultation 에서 할 수 있다. 

https://www.sbs.com.au/radio/languageservices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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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추가 정보 및 인터뷰 요청: 

Kate Warnock | Kate.warnock@sbs.com.au | 0419 316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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