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바티칸 공의회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거룩한 공의회

제6장 성음악
성음악의 품위
112. 온 교회의 음악 전통은, 다른 예술 표현들 가운데에서 매우 뛰어난, 그 가치를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보고이다. 그것은 특히 말씀이 결부된 거룩한 노래로서 성
대한 전례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실제로 성서는1) 물론 거룩한 교부들도 성가를 찬사로 드높였고, 현대에서도 비오
10세 성인을 비롯한 교황들도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 성음악의 봉사적 임무를 더욱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성음악은 전례 행위와 더욱 밀접히 결합되면 될수록 더더욱 거룩해질
것이다. 성음악은 기도를 감미롭게 표현하거나 또는 한 마음을 이루도록 북돋아 주
거나 또는 거룩한 예식을 더욱 성대하고 풍요롭게 꾸며 준다. 그리고 교회는 마땅
한 자질을 갖춘 진정한 예술의 모든 형태를 인정하며, 이를 하느님 예배에 받아들
이고 있다.
따라서 거룩한 공의회는, 교회 전통과 규율의 규범과 규정들을 지키며, 하느님의
영광과 신자들의 성화라는 성음악의 목적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장엄 전례
113. 거룩한 교역자들이 참석하고 신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거룩한 예식들을
장엄하게 노래로 거행할 때에 그 전례 행위는 더욱 고귀한 형식을 갖춘다.
언어 사용에 관해서는 제36항, 미사에 관하여는 제54항, 성사들에 관해서는 제63
항, 성무일도에 관하여는 제101항의 규정들이 준수되어야 한다.
114. 성음악의 보고는 극진한 배려로 보존되고 증진되어야 한다. 성가대, 특히 주교
좌 성당의 성가대는 꾸준히 육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교들과 영혼의 다른 사목자
들은 노래로 거행되는 어떤 거룩한 예식에서든지 모든 신자 집단이 제28항과 제30
항의 규범대로 자기 고유 부분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힘껏 돌보아야 한
다.

1) 에페 5, 19 ; 골로 3, 16 참조.

음악 교육
115. 신학교, 남녀 수도자들의 수련원과 신학원, 또 다른 가톨릭 학교들과 교육 기
관들에서는 음악 교육과 실습을 중시하여야 한다. 참으로 이러한 교육을 추진하려
면, 성음악을 가르치도록 임명된 교사들을 힘껏 양성하여야 한다.
그 밖에 적절하다면, 성음악 고등 교육 기관의 설립도 권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 음악가, 성가대원, 특히 어린이들에게 진정한 전례 교육을 실시하여
야 한다.
그레고리오 성가와 다성 음악
116. 교회는 그레고리오 성가를 로마 전례의 고유한 성가로 인식하고, 따라서 다른
조건들이 같다면, 전례 행위 안에서 첫 자리를 부여한다.
다른 종류의 성음악, 특히 다성 음악도 제30항의 규범에 따라, 전례 행위의 정신
에 부합한다면, 거룩한 예식의 거행에서 결코 배제되지 않는다.
117. 그레고리오 성가집의 표준판은 보완되어야 한다. 그 밖에 비오 10세 성인의
개혁 이후에 출판된 책들에 대한 비판본들이 더 많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작은 성당들에서 사용하도록 더 단순한 곡들을 담은 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대중 성가
118. 예규의 규범과 규정에 따라, 거룩한 신심 행사들에서 그리고 바로 전례 행위
안에서 신자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대중 성가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
다.
선교 지역의 성음악
119. 어떤 지역, 특히 선교 지역의 민족들은 그들의 종교 사회 생활에서 중요한 역
할을 하는 고유한 음악 전통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들의 종교 의식을 형성시키고
또 그들의 특성을 예배에 적응시키려면, 제39항과 제40항의 정신대로, 이 음악에
정당한 평가와 더불어 알맞은 자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선교사들의 음악 교육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그 민족의 전통적인 음
악을 학교에서나 거룩한 예식에서 장려할 수 있게 되도록 진지하게 배려하여야 한
다.
120. 라틴 교회에서 파이프 오르간은 전통적인 악기로서 크게 존중되어야 한다. 그

음향은 교회 의전에 놀라운 광채를 더하고, 마음을 하느님께 드높이 힘차게 들어올
릴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악기들은, 제22항 2)와 제37항과 제40항의 규범대로 관할 지역 권위
의 판단과 동의에 따라, 거룩한 용도에 적합하거나 적합해질 수 있고, 성전의 품위
에 알맞고, 참으로 신자들의 교화에 도움이 된다면, 하느님 예배에 받아들일 수 있
다.
121. 음악가들은 그리스도교 정신에 젖어 자신이 성음악을 계발하고 그 보화를 발
전시키도록 부름 받았다는 것을 의식하여야 한다.
작곡을 하되, 진정한 성음악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더 큰 성가대에서 노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작은 성가대에도 알맞고 또한 신자 집단 전체의 능동적인 참
여를 돕는 곡들을 만들어야 한다.
성가에 붙여진 가사는 가톨릭 교리에 부합하여야 하며, 주로 성서와 전례의 샘에
서 길어 올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