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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의
영화 및 비디오 관련 인터넷 광고 진행 시 영상등급위원회의 심의 필증 없이 광고 불가
(2009년 11월 9일 이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거)
1. 심의 대상
- 영화 전 플래시, 동영상, 이미지 광고
>>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예고편 영상도 심의 대상
: 등급분류 받은 영상 내 관련 등급 3초 이상 표시해야 함 (2012.08.18) - 18세 이상 등급으로 판정받은 영상은 진행 불가
>> 영화의 영상물 형태의 광고 모두 사전에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필수
: 유해성이 확인된 광고물은 성인 타겟팅으로만 광고집행 가능
>> 15세 이하 관람가의 DVD,비디오 출시 광고는 심의 필증 없이 진행 가능

2. 심의 필증 전달
- 소재 전달과 함께 첨부
- 심의 필증 내역 캡쳐 이미지 전달

3. 영상물등록위원회의 심의 필증이 있는 경우라도, 가이드에 어긋나게 제작됐을 시 수정요청사항 발생할 수 있음

* 심의 필증 캡쳐 이미지 예시

2. 공통가이드
모든 장르 영화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가이드

√ 성행위 장면, 성행위 유사 장면,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장면 (성기, 성범죄, 매춘, 음란정보물 등) 불가
√ 성인 키워드이거나 성인을 타겟으로 하는 자극적인 문구 표현불가.
단, 영화제목에 섹스라는 단어가 들어갈 경우 가능. (예: 섹스앤더시티 등)
√ 누드, 속옷 착용 등 노출이 심한 이미지 불가
√ 해변을 배경으로 한 영화 또는 영화장면에서 수영복 착용 컷 사용 가능하나, 노출이 심한 경우 진행 불가
√ 등급을 표시하는 '청소년관람불가' 가 아닌 성인타겟 목적의 18/19금 카피, 18/19마크 등 사용 불가
√ 실제 사건으로 오인할 수 있거나, 해당 시점의 민감한 사회적 이슈를 이용한 크리에이티브 구성 불가
√ 장르 구분 없이 사용자가 거부감, 혐오감을 느낄 수 있다 판단되는 소재 노출 불가
√ "청소년관람불가", "공포" 영화는 심의 전 사전 소재 검수 필수
'전체관람가'로 심의 난 포스터의 카피, 이미지더라도 노출 순서, 시간, 방법에 따라 수정요청 할 수 있음
√ 검수 후 노출된 소재더라도 고객 CS 접수되었을 경우, 바로 노출 중지시킬 수 있으며 소재교체 후 재 진행 가능

3. 공포/액션/스릴러 영화 가이드
혐오스럽거나 폭력적인 이미지, 영상, 사운드 효과를 통해 신체상해, 죽음, 살인을 표현하거나 연상시키는 광고물

√ 텍스트
- 광고문구상에 "살해하자, 살인하자, 죽이자"등의 위협적인 문구나 유해성 문구 사용 불가
- 뉴스나 신문에서 볼 수 있는 "살인, 살해 등 단어 및 살해당하다(제3인칭)" 사용 가능
(단, 살인/자살 등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경우, 문구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
- 영화 제목의 "살인, 죽음" 등이 들어가는 경우는 허용

√ 이미지(영상)
- 시체, 사망, 부상장면 노출 불가
- 괴성, 비명 등 공포스러운 사운드 삽입 불가
- 혐오감, 공포감을 줄 수 있는 실제 피는 Black 투명 레이어를 덮어 제작 (Black-alpha 40%)
- 흉기 중 칼을 제외한 총, 검 (Ex : 무협영화, 닌자 영화), 폭탄, 각목, 표창 등 노출 가능
(단, 전체 광고물에서 1/5 미만의 사이즈에 한해 허용)

4. 집행 불가 크리에이티브 예시

성인을 타겟으로 하는 자극적인 문구

시체,사망,부상장면 노출 불가

18/19금 카피, 18/19마크 사용 불가

혐오스러운 시체, 부상장면 노출 불가

실제 사건으로 오인할 수 있는 크리 구성 불가

공포스러운 영상 노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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