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의 영화 및 출판물 등급분류 제도 
 

이 자료는 영화 및 출판물 등급분류 제도에 대한 한국어 안내서입니다. 이 정보가 뉴질랜드의 영화 및 

출판물 등급분류 제도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주기를 기대합니다. 

 

TV 및 라디오 프로그램의 등급분류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방송위원회(Broadcasting Standards 

Authority) 웹사이트 www.bsa.govt.nz 를 참조하십시오. 

 

뉴질랜드 등급분류 법규의 정식 명칭은 영화, 비디오, 출판물 등급분류법(THE FILMS, VIDEOS 

AND PUBLICATIONS CLASSIFICATION ACT 1993)입니다. 

 

이 법에 의거, 영화 및 출판물 등급 심의 사무국(Office of Film and Literature Classification)에서는 영화, 

DVD, 서적, 비디오 게임, 잡지, 컴퓨터 파일 같은 제반 자료를 심의해 등급분류를 합니다. 뉴질랜드에서 

판매, 대여, 전시되는 영화에는 뉴질랜드의 공식 등급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뉴질랜드에서 

판매, 대여, 전시되는 연령 제한 비디오 게임에는 뉴질랜드의 공식 등급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급분류법은 나와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뉴질랜드 등급분류법은 유해한 자료로부터 여러분의 가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등급분류법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 

 

 연령 제한이 된 DVD나 비디오 게임을 등급 라벨에 표시된 나이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주는 

것은 위법 행위입니다.  

 비록 연령 제한 등급 라벨이 부착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연령 제한이 된 DVD나 비디오 게임, 

책, 잡지, 컴퓨터 파일을 어린 학생에게 주는 것은 위법 행위입니다.  

 노골적인 성행위가 들어 있는 DVD, 책, 잡지, 컴퓨터 파일을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주는 

것은 위법 행위입니다. 

 

연령 제한이 가해질 수 있는 콘텐츠의 유형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령 제한 콘텐츠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빨간색 등급 라벨은 연령 제한이 된 것입니다 

 

등급 라벨의 색깔은 신호등과 같습니다: 

 

 녹색은 누구나 그 영화를 보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노란색은 누구나 그 영화를 보아도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부적합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빨간색은 연령 제한이 된 영화라는 뜻입니다. 라벨에 표시된 나이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보여주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http://www.bsa.govt.nz/


 

등급 라벨에 기재된 간략한 설명 문구는 그 영화에 담긴 내용이 어떤 것인지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언짢거나 불쾌할지 모를 내용입니다. 

 

등급 라벨 

 

 

G – 누구에게나 적합한 영화. 

 

 

PG – 누구나 보아도 되지만 어린이가 보는 경우에는 부모나 성인의 지도를 권장하는 

영화. 

 
 
 

M – 누구나 보아도 되지만 16세 이상인 사람에게 더 적합한 영화. 

 

 
 

RP13 – 동반한 성인이 있지 않은 한 13세 미만인 청소년에게 이 영화를 보여주는 것은 

위법입니다. 

 
 

RP16 – 동반한 성인이 있지 않은 한 16세 미만인 청소년에게 이 영화를 보여주는 것은 

위법입니다. 

 
 

R13 – 13세 미만인 청소년에게 이 영화를 보여주는 것은 위법입니다. 

 

 

R15 – 15세 미만인 청소년에게 이 영화를 보여주는 것은 위법입니다. 

 

 
 

R16 – 16세 미만인 청소년에게 이 영화를 보여주는 것은 위법입니다. 

 

 
 

R18 – 18세 미만인 청소년에게 이 영화를 보여주는 것은 위법입니다. 

 

 

DVD 판매 

 

뉴질랜드에서 DVD를 판매하려면 등급 라벨이 있어야 합니다. 뉴질랜드 등급 라벨이 없는 DVD를 

판매할 경우 최고 $3,000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연령 제한 자료 및 불법 자료 
 

연령 제한 콘텐츠 

 

연령 제한이 가해질 수 있는 콘텐츠: 

 



 성행위 

 공포 

 범죄 및 위험한 행위 

 잔인 

 폭력 

 매우 저속한 대사나 언어 

 자살 또는 자해 

 

불법 콘텐츠 

 

뉴질랜드에서 예외 없이 불법인 콘텐츠: 

 

 아동이 결부된 성도착 행위를 다룬 것 

 성폭력 및 강압적 성행위를 부추기는 것 

 고문이나 극단적인 폭력을 부추기는 것 

 동물이 결부된 성도착 행위를 다룬 것 

 시신이 결부된 성도착 행위를 다룬 것 

 대소변을 매개로 한 성도착 행위를 다룬 것 

 

그 밖에 뉴질랜드에서 다음과 같은 콘텐츠도 불법일 수 있습니다.  

 

 범죄 행위를 부추기는 것 

 폭력을 부추기는 것 

 아동 성학대를 부추기는 것 

 아동 누드를 성적으로 이용하는 것 

 저급한 행동이나 차별을 부추기는 것 

 

불법 자료를 소지하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불법 자료를 소지하거나 다운로드, 배포하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불법 자료를 소지하거나 다운로드, 

배포하면 최고 14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법 콘텐츠의 유형에 대해서는 위의 불법 콘텐츠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뉴질랜드의 등급분류 제도 
 

뉴질랜드에서 등급분류 제도를 관장하는 기관은 여러 곳입니다 

 

영화 및 출판물 등급 심의 사무국 (Office of Film and Literature Classification) 

 

 독립적인 정부기관입니다. 

 수석 심의관 (Chief Censor) 이 최고 책임자입니다. 

 연령 제한을 하거나 금지할 필요가 있을지 모를 자료에 대해 등급분류를 합니다. 성행위, 공포, 

범죄, 잔인, 폭력 또는 비속어가 담긴 자료는 연령 제한이 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연령 제한이 되는 뉴질랜드의 모든 영화, DVD, 비디오 게임에 대해 등급분류를 합니다. 

 책, 잡지, 컴퓨터 파일 등에 대해서도 등급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영화 및 출판물 등급 심의 사무국은 일반인의 질의에 답을 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한편, 등급분류 

문제에 대한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이와 관련된 무료 조언, 정보 및 참고자료 제공 같은 일을 

수행합니다. 

 

일반인은 영화 및 출판물 등급 심의 사무국에 책이나 잡지 같은 특정 자료의 등급분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영화 및 출판물 등급 심의 사무국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Film and Video Labelling Body (영화 및 비디오 등급 라벨 발급청) 

 

 연령 제한이 되지 않은 영화, DVD, 비디오 게임의 등급분류를 합니다. 

 모든 영화와 DVD의 등급 라벨을 발급합니다. 

 

 

뉴질랜드에서 등급분류법은 경찰, 세관, 내무부가 집행합니다 

 

내무부 

 

내무부 소속의 Censorship Compliance Unit (검열 전담실) 은 뉴질랜드의 등급분류법을 집행하는 주된 

주체입니다. 영화 및 출판물 등급 심의 사무국에서 결정한 분류등급을 집행하는 일을 하며, 

등급분류법을 위반한 개인이나 법인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등급분류법을 위반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있으면 Censorship Compliance Unit으로 신고하십시오. 

Censorship Compliance Unit 연락처: 

 

 censorship@dia.govt.nz 

 0800 257 887 

 www.dia.govt.nz/Services-Censorship-Compliance-Index 

 

뉴질랜드 세관 

 

세관은 금지 자료가 뉴질랜드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습니다. 연락처: 

 

 feedback@customs.govt.nz 

 0800 428 786 

 

경찰 

 

경찰은 세관 및 내무부와 공조해 뉴질랜드의 등급분류법을 집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경찰서에 문의하십시오. 

 

영화 및 출판물 등급 심의 사무국으로 문의 

 

영화 및 출판물 등급 심의 사무국은 뉴질랜드의 등급분류 제도와 관련해 민원을 처리하고 질의에 

답변을 합니다. 연락처: 

 

 info@classificationoffice.govt.nz 

 0508 236 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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