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의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는 송출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등급 분류하고 적합한 시간대에 방송해야 합니다. 
또 뉴스, 시사물, 스포츠 및 라이브 콘텐츠를 제외한 모든 콘텐츠에서 아래 분류 등급을 방송해야 합니다. 분류 등급은 
각 프로그램의 도입부에 방송해야 하는데 M, 16 및 18 등급에 대해서는 중간 광고를 시작할 때에도 매번 방송해야 
합니다. 분류 등급과 시청자 예고 정보는 온라인이나 인쇄물 형태의 모든 프로그램 편성표에 표시해야 합니다. 
방송사는 프로그램이 상당수 시청자의 기분 손상, 불편감, 불쾌감을 초래하거나 시청자의 기대를 벗어날 것 같으면 
시청자 예고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M, 16 및 18 등급으로 분류된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있는 시간대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상파 텔레비전 

 영상 등급 및 시청자 예고 정보

이러한 등급 분류 목적상 어린이는 14세 미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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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전체 관람가
어린이에게 부적합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반드시 어린이 시청자를 위한 것은 아니지만 이들을 
놀라게 하거나 힘들게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G 등급 프로그램은 방송 시간대에 제한이 없습니다. 

G

부모 지도: 어린 시청자에게 부모 지도 권장
성인 시청자에게 더 적합하지만 부모나 성인의 지도가 있으면 어린이 시청자에게 반드시 부적합하지는 않은 프로그램 

PG 등급 프로그램은 방송 시간대에 제한이 없습니다.
PG

성인 시청자: 16세 이상의 성인 시청자에게 적합
M 등급은 프로그램에 폭력, 성적 내용, 불쾌한 말, 성인 테마, 나체 또는 일부 어린이와 부모를 언짢게 할 기타 콘텐츠가 
들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미칠 영향이 보통 정도인 콘텐츠와 성숙한 관점을 필요로 하는 주제가 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상파 텔레비전에서 M 등급 프로그램은 교육부가 지정한 방학이나 공휴일을 제외하고 평일 오전 9시 ~ 오후 3시와 오후 7
시 30분 ~ 오전 5시에 방송할 수 있습니다.

M

분류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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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텔레비전 영상에 적용되는 등급 분류나 시청자 예고 정보에 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웹사이트 
WWW.BSA.GOVT.NZ를 참조하거나 방송위원회(BSA), 전화 0800 366 996로 문의하십시오.

16: 16세 미만 관람 불가
16 등급으로 분류된 프로그램은 M 등급을 초과하는 강한 내용이나 특수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더 높은 수준의 성적 내용과 불쾌한 말, 사실적인 폭력 및 강한 성적 테마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상파 텔레비전에서 16 등급 프로그램은 오후 8시 30분 이후부터 오전 5시까지 방송할 수 있습니다. 

16

내용이 불쾌할 수 있음

언어가 불쾌할 수 있음

폭력성

성적 내용이 불쾌할 수 있음 

C

L

V

S

등급 분류 대상이 아닌 프로그램
뉴스, 시사물, 스포츠 및 라이브 콘텐츠는 특성상 등급 분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방송사는 어린이 이익 기준과 
기타 방송 기준을 염두에 두고, 적절한 경우 시청자 예고 정보(즉, 경고)를 표시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이 상당수 시청자의 기분 손상, 불쾌감을 초래하거나 프로그램 내용이 시청자의 기대를 벗어날 것 같으면 화면 
또는 화면 및 음성으로 적절한 시청자 예고 정보(경고)도 방송해야 합니다.

18: 18세 미만 관람 불가
18 등급으로 분류된 프로그램은 일부 성인 시청자도 언짢거나 불쾌할 수 있는 테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상파 텔레비전에서 18 등급 프로그램은 오후 9시 30분 이후부터 오전 5시까지 방송할 수 있습니다.
18

시청자 예고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