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제9회 부산평화영화제 출품규정 

◎ 개최 일시: 2018년 5월 18일(금)~ 5월 20일(일), 3일간

◎ 출품자격: 작품의 길이와 장르 제한없이 누구나 출품 가능. 단, 2017년 1월 이후 제작 완
료된 작품이어야 한다. 동일 작품으로 본 영화제에 출품한 경력이 있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접수 기간: 2018년 1월 9일(화) 오전 10시 ~ 2018년 2월 23일(금) 오후 6시

◎ 접수 방법
- 온라인으로 출품 신청 페이지(구글 설문지)에 답변을 작성한 후 제출한다.
- 출품 신청 페이지 링크: https://goo.gl/forms/49Uj0z3x6yAUryEp1

◎ 심사용 스크리너 
- 온라인 스트리밍 링크 주소를 출품 신청 페이지에 함께 기입한다. 
- 출품작 정보와 온라인 스트리밍 링크 주소를 모두 기입해야 출품신청이 완료된다.
(방법: 업로드/링크 생성 방법: 동영상 공유 사이트(ex.비메오, 유튜브)에 파일을 업로드한 후 
온라인으로 재생이 되는 지 확인한 후 페이지 링크를 복사하여 기입한다.)

◎ 문의처
-수신자 : 부산평화영화제 사무국 
-주   소 : (48967) 부산시 중구 대청로 57-16 보수동책방골목 어린이도서관 4층
-전   화 :  T.051-819-7942 (문의 시간: 화~금 오전 10시 ~ 오후 6시)
-이메일 : bpff@bsokedongmu.or.kr 
-홈페이지: http://bpff.tistory.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busanpeacefilmfestival

◎ 시상
꿈꾸는 평화상 (상금 200만원과 상패)
너도나도 어깨동무상 (상금 100만원과 상패)
드넓은 푸른공감상 (상금 100만원과 상패)
도란도란 관객상 (상품과 상패)
- 공동수상의 경우 상금은 균등 분배한다. 

◎ 심사 
- 예선 심사: 작품의 길이와 장르에 상관없이 공식경쟁부문의 상영작을 10편 내외로 선정한
다.
- 예선 심사 발표일: 2018년 3월 말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본선 심사: 3개 부문의 수상작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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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 출품작에 사용된 음악, 영상, 이미지 등에 관한 저작권은 출품자가 직접 해결해야 하며 영
화제는 저작권의 침해로 야기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에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자료 활용
- 부산평화영화제는 제출된 상영작 정보를 비상업적인 용도 및 영화제 홍보용으로 쓸 수 있
다. (예: 인쇄물, 웹사이트, 영화제 홍보 영상)
- 상영이 확정된 후 상영작의 감독 혹은 배급 권한을 가진 자가 동의할 경우 부산평화영화제
는 상영작 사본을 보관하여 내부 연구 및 참고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단, 공개 상영을 원할 
때는 해당 작품의 감독 또는 배급사와 협의하여 허가를 받는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부산평화영화제는 출품작 심사 및 상영, 홍보를 위해 출품신청서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달성된 후에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 출품규정 동의 
- 온라인으로 출품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부산평화영화제 출품 규정을 읽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