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영상물 등급교실> 강의 영상 활용 가이드 ▣
학습 내용

영상 화면

영상 시간

00:00~00:29

강의 내용
<강의 내용과 학습목표 소개>
- 학습목표 제시 및 강의 순서 소개

<강의 순서 소개>
➀ 영상물의 등급, 왜 필요할까?

도입

➁ 등급분류란 무엇일까?
00:30~01:04

➂ 등급, 어떻게 분류할까?
➃ 등급,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
➄ 직접 해보는 등급분류 체험
➅ 등급분류 O, X 퀴즈

1. 영상물 등급분
류, 왜 필요할까요?

01:05~01:27

<➀ 영상물의 등급, 왜 필요할까?>

01:28~01:56

- 우리나라 한 해 영화관객은
몇 명일까요?

1-1) 우리나라 한
해 영화 관객은?
01:57~02:39

1-2)
영상물 이용 매체

02:40~03:08

- 우리는 주로 영상물을 어디에서
볼 수 보나요?

1-3)
영상물의 영향

03:09~03:37

- 영상물의 파급력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03:38~03:49
1-4)
등급분류의 필요성
03:50~03:59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역할>
- 청소년들이 다양한 영상물을 볼 때 ‘본
인의 나이에 맞는 영상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04:00~04:15

<영상물등급위원회 소개>
- 언론, 영화계,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함께 의견을 나누고
등급을 분류합니다.

1-5)
영상물등급위원회
04:16~04:28

04:29~04:36

<➁ 등급분류란 무엇일까?>

2.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란?

<등급분류제도란?>
04:37~05:37 - 영상물 등급분류의 개념 설명
- 등급분류와 각 등급별 차이 설명

2-1) 전체관람가

05:38~06:01

2-2)
12세이상관람가

<나에게 맞는 등급을 알아보아요.>
06:02~06:48 - 등급분류는 만 나이로 적용됩니다.
- 자신의 만 나이를 확인하고, 어떤 등급
의 영화를 볼 수 있는지 생각해봅시다.

2-3)
15세이상관람가

06:49~07:36

2-4)
청소년관람불가

07:37~07:55

2-5)
보호자동반관람제도

<보호자 동반 관람 제도 소개>
- 보호자를 동반한다면 ‘12세이상관람가’
07:56~08:19
등급과 ‘15세이상관람가’ 등급의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3. 등급, 어떻게 분
류할까요?

08:20~08:45

(‘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
이상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➂ 등급, 어떻게 분류할까?>
- 영상물의 등급분류는 7가지 기준에 따
른 내용을 종합하여 이루어집니다.

3-1)
등급분류의
기준 - 주제

08:46~09:24

3-2)
등급분류의
기준 - 선정성

09:25~09:52

<➂ 등급, 어떻게 분류할까?>

3-3)
등급분류의
기준 - 폭력성

09:53~10:26

3-4)
등급분류의
기준 - 대사

10:27~11:10

-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7가지의 등급분류 기준에 대해
알아봅니다.

- 여러분들이 직접 시청할 영상물을 선택
할 때, 각 등급분류 기준의 내용이 어떠
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3-5)
등급분류의
기준 - 공포

11:11~11:48

3-6)
등급분류의
기준 - 약물

11:49~12:22

3-7)
등급분류의
기준 - 모방위험

12:23~13:04

3-8)
등급분류의
기준 7가지 정리

13:05~13:34

<등급분류 초성 퀴즈>
활동 - 활동지 하단의 초성 퀴즈를 풀어
보고, 7가지 기준을 정리합니다.

4. 등급, 어디서 확
인할 수 있을까?

13:35~13:40

<➃ 등급,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

4-1) 각종 영상물
의 시작 화면

13:41~13:56

- 영상의 시작 화면에서 영상물의 등급과
내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 영상물등급위
원회 홈페이지

13:57~14:58

4-3) 영화 예매사
이트, 영화관

14:59~15:06

5. 등급분류 체험

15:07~15:29

- 영상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의 ‘등급분류
검색’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영화 예매사이트와 영화관의 티
켓 발매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➄ 직접 해보는 등급분류 체험>
- 등급분류 위원이 되어 봅시다.

- 영상 시청 시간
- ‘극한직업’ 예고편 (16:03~17:51)

5-1)
영상 시청 시간

15:30~17:51

5-2) 영상 체크리
스트 작성

17:52~19:05

(※ 다른 영화의 예고편으로 체험을 진
행 하셔도 좋습니다.)

- 준비한 영상물을 시청하고 학습한 내용
정보 기준에 따라 등급을 나눠 봅시다.
– 시청한 영상을 7가지 기준에 따라 확인
해 보아요.
(※ 시간을 가지고 직접 체크해보세요.)

19:06~20:10

- 활동지를 통해 직접 본인이 생각하는
영상물의 등급을 기록하고, 발표를 통해
친구/ 부모님/ 선생님과 공유해봅니다.

5-3) 영상 체크리
스트 확인
20:11~20:27

5-4)
내용정보서비스

20:28~21:35

– 영상물의 등급이 같더라도 내용정보가
다를 수 있어요.

6.
등급분류 O,X 퀴즈

21:36~21:53

6-1) 퀴즈1.

21:54~22:13

6-1) 정답 풀이

22:14~22:39

<➅ 등급분류 O, X 퀴즈>

6-2) 퀴즈2.

- OX 퀴즈를 풀고 강의 내용에 대해, 영
상물등급위원회와 등급분류제도에 대해
얼마나 이해했는지 알아봅시다.
22:40~22:56

6-2) 정답 풀이

22:57~23:16

6-3) 퀴즈3.

23:17~23:42

6-3) 정답 풀이

23:43~24:09

24:10~24:44
마무리

24:45~24:59

<수업 정리>
- 강의 후에 알게 된 점과 궁금증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