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천일국 성가 창작곡 공모 신청서
Application Form for the 5th Holy Song Composition Contest-2020
*Please type all information in Korean or English ONLY
*모든 정보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Name

대 륙
Region

국 가
Nation

소속교회
Church Name

연락처
Contact No.

E-mail

생년월일
Birthdate

년
Year

월
Month

일
Day

Check List
체크 리스트
Sheet Music
악보

사진
(얼굴과

MP3, sound file
MP3, 음원파일

어깨까지

나와야 함)
Informal Personal
Photo, face and
shoulder (optional)

Application
신청서
Translation into All 3 languages
(Korean, Japanese, Korean)
3 개국으로 번역 (한국어, 일어, 영어)

연도
Year
간단한 경력사항
Short Career
and/or Education
Details

 공모곡명
Submitted Song
Title
저작자명
Details of the
Composition

작사자
Music composed by
작곡자
Lyrics written by
편곡자
Arranged by

세부사항
Details

간단한 곡 설명
Short description
of
the Song

제출자료 목록 (해
당사항에 체크해
주세요)
List of Submitted
Documents

E.g.) 악보, 음원파일, 영상 등
E.g.) Music file and sheet music

공모곡명
Submitted Song
Title

저작자명
Details of the
Composition

작사자 성명
Music composed by
작곡자 성명
Lyrics written by
편곡자 성명
Arranged by

간단한 곡 설명
Description of
the Song

제출자료 목록
List of Submitted
Documents

E.g.) 악보, 음원파일, 영상 등
E.g.) Music sheet, music file, video, etc.

 공모곡 제목
Song Title
저작자명
Details of the
Composition

작사자
Music composed by
작곡자
Lyrics written by

편곡자
Arranged by

간단한 곡 설명
Description of
the Song

제출자료 목록
List of Submitted
Documents

E.g.) 악보, 음원파일, 영상 등
E.g.) Music sheet, music file, video, etc.

*If there are more than 3 songs then please fill out another application

* 반드시 모든 파일 이름을 영어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매년 100개 이상의 파일이 새롭게 생성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 Submission Format MUST include:
a. Application form (imperative; refer to attached document, must be filled out exactly
in the way requested or the submission will not be accepted)
b. Sheet Music with chords or Lead sheet with chords
c. Music file (MP3, m4a, etc.) it does not have to be a final produced version of the song,
it can be a cell phone recorded video.
d. Translations of lyrics into Korea, Japanese and English (submission will not be
accepted if they are not translated).
2. Submission Format: Your submission WILL NOT be accepted if it is not sent according
to the format below. Make sure to read and follow the directions carefully.
1. Each file must be in WORD format ONLY. We will NOT accept google files.
2. Each file sent must be titled in the explained order below.
3. Each file name must be in ENGLISH ONLY.
Example 1: When you send an MP3, type MP3 at the beginning of the folder name along with
the country, submitters last name, first name and title of song



MUSIC, USA, Smith, Will, I Will Love you Forever
Type, Name of Country, Last Name, First Name, Title of Song

MUSIC, USA, Smith, Will, I Will Love you Forever

Example 2: When you send sheet music, type ‘Sheet’ at the beginning of the folder name.
SHEET, USA, Smith, Will, I Will Love you Forever
Type, Name of Country, Last Name, First Name, Title of Song

Example 3: When you send in your application, type, ‘APP’ at the beginning of the folder
name and the follow information.
APP, USA, Smith, Will, I Will Love you Forever
Type, Name of Country, Last Name, First Name, Title of Song

Example 4: When you send in your lyrics, type, ‘LYRIC’ at the beginning of the folder name
LYRIC, USA, Smith, Will, I Will Love you Forever
Type, Name of Country, Last Name, First Name, Title of Song

*Please send all file names in English, this way organizing over 100 entries can be done
efficiently.
3. How to Submit Entries (please check each point carefully)
a. The department in charge of cultural affairs in each region should compile all
applications and submit them to the Hyo Jeong Holy Song Compilation Committee
via email or each participant can send directly to
cigholysongcompetition@gmail.com.
b. Type ‘CIG HS Competition, and senders name’ in the email subject heading.
c. All submitted lyrics must be in three languages of Korean, Japanese and English.
4. Announcement of Winners

An official announcement will be made of the winners in each nation and each winner
will be contacted personally either through email or phone call.

5. Other
Any material submitted for consideration may be added to the existing canon of holy
songs. Copyright for all submitted material remains the property of the authors and
composers, however authors and composers must agree to allow their winning entries
to be used for any FFWPU/ Heavenly Parent Holy Communion Church purposes or
activities; concerts, videos, songbooks and recordings without reservation.
6. Queries
Hyo Jeong Cultural Center / Holy Song Compilation Committee / Gapyeong, Korea
Contact Person: Mrs. Yeunhee Chang
Tel. Korea: + 031-589-1762
Calling from Abroad: ***-82-31-589-1762
E-mail: cigholysongcompetition@gmail.com

1.

제출 양식 필수
A. 신청서(첨부파일 필수, 반드시 아래 조건에 맞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B.

악보 코드 표시 포함 아니면 리드 악보 코드 표시 포함 (PDF 형식, 가사 포함,
필수)

C. 음원(mp3, Wave 등)- 최종단계 녹음형태가 아닌 간단한 휴대폰 녹음도
가능합니다.
D. 번역된 가사 (한국어, 일본어, 영어-3개 국어로 번역된 가사 필수, 번역된
가사를 첨부하지 않을 시에 접수가 불가합니다.)

2.

아래의 형식을 따르지 않고 제출할 시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1.

워드 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아래의 순서에 맞게 제목을 붙여야 합니다.

3.

파일명은 영어로만 기재되어야 합니다.

예시1: MP3 파일을 첨부하실 때는, 폴더명 앞부분에‘MP3’와 같이 파일의
형식을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MP3, USA, Smith, Will, I Will Love you Forever
파일 형식, 국가, 성, 이름, 곡명

Example 1

LYRIC, USA, Smith, Will, I will love you forever

예시2: 악보를 첨부하실 때는, 폴더명 앞부분에 ‘SHEET’으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Sheet, USA, Smith, Will, I Will Love you Forever
파일 형식, 국가, 성, 이름, 곡명
예시3: 신청서를 첨부하실 때는 폴더명 앞부분에 ‘APP’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APP, USA, Smith, Will, I Will Love you Forever
예시4: 가사를 첨부하실때는 폴더명 앞부분에, ‘LYRIC’ 으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LYRIC, USA, Smith, Will, I Will Love you Forever
파일 형식, 국가, 성, 이름, 곡명

* 반드시 모든 파일명을 영어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매년
100개 이상의 파일이 새롭게 생성되고 있기에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3.

접수 방법:
a. 각 국가별 문화국 담당자가 이메일로 신청서 및 제출 양식을 취합하여 천일국
성가편찬위원회 이메일 cigholysongcompetition@gmail.com 으로 송부. 혹
은 개인이 직접 신청 가능.
b. 이메일 제목 ‘CIG HS Competition, and senders name’(천일국 성가 창작곡 공
모전, 신청자 이름)
c. 제출 된 모든 가사는 한국어, 일본어 및 영어의 3개 언어로 번역 해야 됩니다.

4.

수상자 발표: 국가별 당선자 공고 및 개별통보

5.

제출 된 자료는 기존의 성가 목록에 추가 될 수 있습니다. 제출 된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작사가 및 작곡가의 재산으로 인정되지만 FFWPU의 목적이나
활동에 대해 자신의 작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합니다. 콘서트, 비디오,
노래 책, 녹음 또한 해당됩니다.

6.

문의: 효정문화원 천일국 성가편찬위원회

연락자: 장연희 팀장
Tel 한국: 031-589-1762
Tel 해외: **-82-31-589-1762
이메일: cigholysongcompetition@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