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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한국찬송가공회 보고

제105회기 (재)한국찬송가공회 사업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조직

1) 39회기 이사

•이 사 장 : 김정훈 (합동), 오창우 (통합) 

•이     사 : 김승룡 (기감), 김종준 (합동), 박대선 (기침), 박유철 (기장), 서기영 (합동), 

손인선 (기감), 신상범 (기성), 오병욱 (고신), 윤두태 (합동), 이승철 (통합), 

이홍렬 (루터), 조경행 (예감) (가나다순)

2) 사무국장

  김시영, 김용남 

2. 사업보고

1) 찬송가 보급 현황(2020년 4월 1일~ 2021년 3월 31일) -찬송가 출판 : 100,000부

2) 불법미디어 전수조사 및 단속실시(홈페이지,미디어,앱,음원등) 32건

3) 불법출판물 검수진행(서점,인쇄소,제본소등) 12회

4) 저작권 신청 128건

3. 제39회기 사업계획 (2021. 4. 1 ~ 2022. 3. 31)

1) 21세기 새찬송가 출간 및 보급

  (재)한국찬송가공회(이하 공회)는 개편찬송가위원회의 소속 교단들과 새찬송가위원회의 소속 교

단들의 연합체로 1981년 “통일찬송가”로 한권의 찬송가를 출간하였으며 찬송가 저작권을 보유 

관리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통일찬송가”를 한국의 모든 교회가 함께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하나

의 찬송가를 통해 예배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통일찬송가” 이후 1996년부터 교회음악전문가, 국문학자, 영문학자등과 함께 10년의 연구 개

발기간을 거쳐 2006년 새롭게 편집된 “21세기 찬송가”를 출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

국교회 예배와 찬양에 기여해 오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는 찬송가의 출

간과 보급을 통한 한국교회의 부흥과 선교사역에 지금껏 힘써오고 있다.  

2) 저작권 관리

(1) 저작권법에서 보장한 찬송가의 출판과 음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한국찬송

가공회를 조직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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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권법을 통하여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찬송가를 바르게 보급하고 이단, 사이비, 타종교등에

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가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한다.

(3)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한국교회의 하나된 찬송가 보급을 통하여 한국 교회의 예배와 찬

송하는 신앙과 삶을 증진시킨다.

3) 선교사업

(1) 국내외에 필요한 전도 및 비치용 찬송가를 자체제작 또는 지원한다.(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요양원, 불우시설, 해외미자립교회 등)

(2) 공회는 교회 음악을 통한 선교를 적극 후원한다. 이를 위해 전국찬송가창작경연대회, 한국찬

송가편곡대회, 찬송가연주콩쿠르와 같은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찬송가를 통한 한국교회 음악발

전을 지원한다.

4) 음원관리 

  현재 교회음악의 새로운 분야로 개척되고 있는 종교음악의 온라인화 시대에 발맞춰 인터넷 스

트리밍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새롭게 구축된 온라인 플랫폼 음원시장을 통해 찬송가를 효율적으

로 보급하고 성도들이 찬송가를 가까이하게 함으로써 찬송가를 통한 복음전파에 기여한다.

5) 연합 사업

  (재)한국찬송가공회는 한국교회의 교단 연합사업 기관으로써 그간 문화발전과 교회음악을 통한 

선교사역에 크게 기여해 왔다. 앞으로도 교단 연합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각 교단들과의 긴밀

한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찬송가를 통한 연합 사업으로 한국교회가 하나되는 일에 기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