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자세히 알아보기 
sbs.com.au/aboutus/sbs-code-of-practice

신뢰
신뢰 가능하고 적절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법

 • 당사는 당사의 콘텐츠에 대해 독립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 당사의 뉴스 및 시사는 정확하고, 균형 있고, 공정할 것이며, 
공익을 위해 제작됩니다.

 • 당사는 포괄적이고 다양한 견해와 관점을 수용합니다 – 당사 
콘텐츠는 획기적이고 도전적일 수 있으며, 동시에 논쟁적이고 
도발적인 사안을 다룰 수도 있습니다. 

투명성
여러분이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법 

 • 당사는 여러분이 본인과 본인 보호 하에 있는 어린이 및 
청소년에 맞는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도록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합니다. 

 • 당사의 콘텐츠와 광고는 반드시 구별되도록 하며, 특정 광고 
유형의 배치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잠재적으로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의 경우, 당사는 
예상 수용자를 감안하고, 사안을 민감하게 다룰 것이며, 
적절한 경고를 고지하고, 해당 자료가 편성에 있어 적절한 
경우에만 이를 방송할 것입니다. 

존중
존중을 실천하고  
장려하는 방법

 • 당사는 방송의 내용을 고려하여 근거 없는 고정관념을 
비롯해 편견 및 차별을 조장하는 콘텐츠는 방송하지  
않도록 합니다.

 • 영어 이외의 언어로 된 콘텐츠들을 제공하고, 폭넓은 관점을 
제시하도록 장려합니다.

 • 원주민 이슈를 보도하는 데 있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도서민들의 문화적  
관행을 준수합니다.

 •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이를 당사의 보도 의무와 
비교하여 신중히 판단합니다. 

책임
책임을 지는 방법

 • 칭찬이든 비판이든, 여러분이 당사의 콘텐츠 및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의 창구를 제공합니다.

 • 불만사항은 실천강령에 준거하여 독립적인 절차를 통해 
처리되며, 해당 사항들은 SBS 옴부즈맨이 조사합니다. 

SBS는 전국 텔레비전, 라디오 및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된 
공영 방송사로서, 당사의 헌장에 명시되어 있듯이 호주 지역사회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당사는 호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자금과 광고와 
같은 상업적 수입을 통해 운영됩니다. 

당사의 네트워크에 걸쳐, 당사는 특유의 호주 스토리텔링, 국내 및 국제 
뉴스와 시사, 스포츠, 국제 드라마 및 다큐멘터리, 음식, 영화, 그리고 지역 
라디오 서비스들을 60개가 넘는 언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또한 
원주민 스토리텔링의 본거지로서, 원주민 텔레비전(NITV)을 통해 원주민 
관점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 콘텐츠가 지역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기 위해 SBS 실천강령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는 모든 SBS 제작 콘텐츠에 대한 규정과 기준을 
제시합니다. 텔레비전, 라디오, 온라인 또는 소셜미디어를 비롯한 모든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콘텐츠에 적용됩니다. 

실천강령에는 다음의 주요 사안들이 다뤄집니다. 

SBS 실천강령에 대한 정보

http://sbs.com.au/aboutus/sbs-code-of-practice
https://www.sbs.com.au/aboutus/sbs-ch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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