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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I

n examining contemporary art musics that "cross over" different
cultural traditions, it is necessary to invoke music-theoretical criteria for
assessing the type and degree of musical integration that takes place. To
what extent do the aesthetic values of each culture merge or converge? In
what specific sense does the composer integrate musical resources drawn
from distinct cultures? This paper explores such issues in two orchestral
works written by Toru Takemitsu, November Steps (1967) and Autumn (1973),
that feature the shakuhachi and biwa as solo instruments backed up by a
Western orchestra.
November Steps, considered a landmark composition in this genre,
combines musical expression ranging from traditional honkyoku style of
shakuhachi playing to Ligetian micropolyphony.1 In this paper, I began by
exploring Takemitsu's compositional aims and the traditional Japanese
musical aesthetics that have influenced his writing, then investigate the
nature of musical synthesis in November Steps by examining the formal
process, pitch structure, temporal allocation of musical gestures, and the
timbral and gestural links between the Japanese and Western musical
Ipredric Lieberman, Contemporary Japanese Composition: Its Relationship to Concepts of
Traditional Oriental Musics (M.A. Thesis, University of Hawaii, 1965):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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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ments. Takemitsu's compositional evolution can be traced in how the
dialectical conception that underlies November Steps gives way to a greater
stylistic assimilation of Japanese and Western musical gestures in Autumn.
The paper concludes with a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and temporal
processes of the two orchestral works to show how they reflect Takemitsu's
concept of cultural"mirrors" in starkly differently ways.

Overview of compositional output [see Fig. 1aJ
Takemitsu grew out of a musical climate in post-World War II Japan that
was ripe with Western influences. His earliest work, e.g. Lento in Due
Movementi (1952), show strong French influences of Debussy, Faure and
Messiaen. In the early 1960s, Takemitsu experimented with aleatoric
procedures and graphic notations in the trilogy of works, Le., Ring, Sacrifice,
and Valeria. In addition, like other Japanese composers around that time, he
adopted musique concrete techniques in works such as Water Music and
Kwaidan for magnetic tape. November Steps and Autumn belong to the
following phase in his compositional evolution which Ohtake describes as
Lento in Due Movementi (1952) for piano
Requiem for Strings (1957) for string orchestra
Masque (1959-60) for two flutes
Water Music for magnetic tape (1960)
Ring (1961) for flute, terz guitar and lute
Sacrifice (1962) for alto flute, lute and vibraphone
Kwaidan for magnetic tape (1964)
Valeria (1965) for violin, cello, guitar, elec. organ and 2 piccolos
Dorian Horizon (1966) for seventeen strings
Eclipse (1966) for shakuhachi and biwa
November Steps (1967) for shakuhachi, biwa and orchestra
Distance (1972) for sho and oboe
Autumn (1973) for shakuhachi, biwa and orchestra
In an Autumn Garden (1973/1978) for Gagaku orchestra
Quatrain (1975) for clarinet, violin, cello, piano and orchestra
A Flock Descends into the Pentagonal Garden (1977) for orchestra
Toward the Sea (1981) for alto flute and guitar
To the Edge of Dream (1984) for cello and orchestra

music concrete
aleatoric form

I

East-West
synthesis

~

influence of Messiaen;
themes on nature

Figure la. Selected Instrumental and Orchestral Works by Takemitsu
2Toru Takemitsu, "Contemporary Music in Japan," Perspectives of New Music, vol. 27/2
(1989):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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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ast-West synthesis." In 1964, he came in contact with John Cage
whom Takemitsu credits for renewing his interest in traditional Japanese
music: "it was largely through my contact with John Cage that I came to
recognize that value of my own tradition.,,2 Within a 12-year period starting
from 1966, Takemitsu has written works that combine shakuhachi, biwa, or
instruments of the gagaku orchestra with Western musical resources. His
orientation after 1980 is marked by a return to French influences, notably of
Messiaen, as well as interests in numerology and themes pertaining to
nature.

Aesthetic viewpoint
Fig.1b replicates Takemitsu's own words as well as other background
information pertaining to November Steps. In the first quote, he discusses his
intention to avoid a superficial blending of the Japanese and Western
musical forces, rather to "confront and intensify" the contradictions that
exist between them. In the second and third quotes, he elaborates on a
concept of cultural "mirrors" as an underlying aesthetic aim for combining
musical resources. Following this metaphoric description, "mirror" denotes
sonic gestures that represent an established musical practice. His
description points to a two-fold process of, first, shattering the Western
"mirror" through the intrusion of other cultural "mirrors" (diassociation),
then reassembling the fragments and examining the "refracted rays of light
arising from the intricate reflections" to arrive at something new (synthesis).
My analysis attempts to show how his aim, intriguing nonetheless slippery,
manifests in his handling of the form, gestural and timbral characteristics of
Japanese and Western instruments, and temporal processes that govern the
two works.

Traditional Japanese musical asthestics
Before proceeding to the analysis, I will quickly summarize Japanese
musical terms and aesthetic principles that have influenced Takemitsu.
Danmono, or step, is a traditional form that involves several sections, as in a
Noh play or dance; as the title suggests, the shakuhachi and biwa entries
break up November Steps formally into eleven irregular danmono, each entry
articulated by a dramatic gesture on the part of shakuhachi or biwa. Sawari
(literally meaning touch) refers to the noise-like sound that's generated on
the biwa; Ohtake describes how "one pluck of a string produces a sound so
complex (encompassing several partials), thus constructing a melodic
phrase becomes a secondary notion. 3 Meriyasu (literally, a flexible fabric) is a
musical technique of extemporaneously filling in the breaks between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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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ing from my own intuition, rather than from a simple-minded resolution to blend Western
and Japanese elements, I chose to confront those contradictions, even to intensify them .... It is
extremely easy for Western music to adapt traditional Japanese music. It is not difficult to blend the
two. I have no intention in either of these procedures. [Takemitsu: Confronting Silence, 93]
For me, a Japanese, the West was a single enormous mirror. The strong reflected light of that mirror
overwhelmed the light of other cultures. But since I became aware of Japanese traditions, quite
naturally I became interested in the reflections of other mirrors. Japanese culture reflects the
influence of those other mirrors. [Takemitsu: Confronting Silence, 92]
To me, this can be called a discovery: the mirror of non-Western music is based upon a logic
dissimilar in essence from that of the enormous Western mirror. It is my desire to further train and
renew my powers of auditory imagination by placing myself among the refracted rays of light
arising from the intricate reflections of various mirrored fragments [Le., those resulting from the
collapse of the Western mirror]. After this, I would like to reassemble - the enormous mirror's
broken pieces, still lit with the afterglow of dusk's passing - into one mirror within myself. This
mirror would probably be different from the original, enormous mirror. [Takemitsu: Mirrors, 47]
I learned much from the music of Debussy. (Of course, I studied in my own way, but I think of him
as my great mentor.) While his music can be analyzed in different ways, his greatest contribution
was his unique orchestration, which emphasizes color, light, and shadow .... Of course, he was
European with different sensibilities from mine, yet he learned from both Japan and the West, and
his indivi-duality created a unique sense of orchestration. And that is what I learned from him.
[Takemitsu: Confronting Silence, lID]

The title November Steps refers to 'danmono.' Literally translated as 'matters in steps,' danmono is a
musical piece in several acts, such as Noh music and dance theatre. As the month November
suggests, the composition has eleven ambiguously separated sections. [Ohtake, 57]

November Steps is the culmination of Takemitsu's view of Japan-West collaboration. The
composition also gave Takemitsu a personal triumph as a composer. Takemitsu passionately
discusses the work's first rehearsal with the New York Philharmonic, for whose 125th anniversary
the work was commissioned. Despite the efforts of conductor S. Ozawa, members of the orchestra
did not hesitate to show their uneasiness in performing the work. Yet when the two Japanese
instrumentalists (Kinshi Tsuruta and Katsuya Yokoyama) started to play, the members gradually
showed their interest. After the piece was over, they all shouted 'bravo'. At the premiere
performance in Nov. 1967, November Steps impressed such prominent musicians as Copland,
Penderecki, and Leonard Bernstein. For Takemitsu, these accolades were nothing more than a proof
of his belief that, if sounds have real lives, they related to people, regardless of their nationalities.
[Ohtake, 56-57]
It is notable that Takemitsu brought along the scores of Debussy's Prelude to The Afternoon of a Faun
and Jeux to the mountain villa where he composed both November Steps and Green (1967). Green, a
conventional work for orchestra, counterbalances November Steps, which was a forerunner of
Takemitsu's new style in superimposing Japanese instruments with Western music. Written with
conventional orchestration and in the style of Debussy, Green enabled Takemitsu to avoid losing his
touch with the Western mirror. [Ohtake, 21]

Figure lb. On November S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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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and the next (by shamisen) in a Kabuki performance. 4 In the quasiimprovised cadenza of November Steps, the biwa and shakuhachi playa
function similar to meriyasu by extemporizing within a given style. Lastly,
ma, the space between sound events, is a concept Takemitsu describes as an
unquantifiable metaphysical space (duration) of dynamically tensed
absence of sound"5; the interactions among the solo instruments and the
orchestra frequently involve tension-filled pauses between entries; Katsuya
Yokoyama, the shakuhachi master who has performed and recorded the
work over years, approaches ma with the same severity and focus as "a
samurai warrior waits for the enemy's sword to fall down in a show
down."6 It is a concept Takemitsu has explored pervasively in his thoughts
about music and in his compositions all throughout his life.
II

Analysis of November Steps

Formal structure and gestural types
First, the orchestra consists of two groups of strings, harps, and
percussion that are placed antiphonally on the stage, with the woodwinds
and brass placed in the back center, and the biwa and shakuhachi players
placed in front of the conductor and the two orchestras. Takemitsu refers to
this set up as a "pan focus" orchestration that allows for sound events to be
passed back and forth in "multiple sounding localities"; he has employed
similar ensemble arrangements in works such as the Dorian Horizon?
Fig. 2a presents a formal overview of November Steps. The construction of
this work can be seen as an interweaving of two formal procedures based
on both Western and Japanese musical practices. The Roman numerals at
the top of the formal chart denote the eleven dan mono or steps, varying in
length. As in scenes within a Noh play, the beginning of each step is usually
3Noriko Ohtake, Creative Sources for the Music of Toru Takemitsu (England: Scolar Press,
1994): 56. Ohtake notes how Takemitsu considered sawari as a unique characteristic of
Japanese music.
4Toru Takemitsu, "Mirrors," translated and edited by S. Adachi and Roger Reynolds,
Perspectives of New Music vol. 30/1 (1992): 75.
sToru Takemitsu, "One Sound," Contemporary Music Review vol. 8/2 (1994): 3.
6This comment was recorded during an interview with Katsuya Yokoyama during the
International Shakuhachi Festival, July 5th-11th, 1998, at the University of Colorado at Boulder.
70htake, 23-24. "Takemitsu's intention in Dorian Horizon is to achieve a 'musical garden.'
Each component is highly refined and detailed, but when joined in harmony each becomes
anonymous concealing its individuality, as elements in a garden. The musical scenery brings
about a polyphony of sounds, not emphasizing any specific idea but rather emerging as
woven tone col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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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ulated by a dramatic gesture by the shakuhachi and/or biwa. The
composite form, on the other hand, resembles a ritornello model of Western
concerto form. The interaction between the "contending" forces can be seen
in the block juxtaposition of alternating tutti and solo passages, with an
extended cadenza placed toward the end. The structural pitches that link
the entries between the solo instruments or with orchestra, 0-0, E-E, and AC, are shown with bi-directional arrows.
Under Fig. 2a, the types of gestures found in the orchestral parts are
categorized by their distinctive textural, rhythmic, timbral, and/or pitchbased characteristics. These gestures are categorized from G1 to GlO in the
order of appearance; G1 refers to the short, staggered harp attacks, G2 to the
short, homorhythmic motives that are exchanged between the string
sections, G3 to the sustained chords in the upper register, G4 to the
cascading harmonics in m.3, and so forth.
Typically, listeners are struck by the quasi-impressionistic, subdued
sonorities of the opening tutti section - a projection, by large, of the
Western "mirror." Gestures are tossed back and forth between the two
orchestral subgroups in cascading micropolyphony, with the woodwinds
and brass adding distinctive sonic layers to this difurcating, tree-like
intersection of the two orchestras. The textural density in the two orchestras
gain momentum toward a cadence at m.5, as the gestures are rhythmically
aligned. The following segment features a contrapuntal exchanges of lines
between the violas, punctuated once again, by the staggered attacks by the
harps. The extended techniques introduced by the harp, e.g., of plucking
with finger nails, at m.5 (G6) and the staggered entries in the following
measure (Gl) can be heard as foreign elements that intrude upon the
Western "mirror," anticipating the sawari texture of the biwa.
Fig. 2c shows Edward Smaldone's analysis of the opening tutti that
reduces the pitch structure to what he calls unclear pitches. He shows the
large-scale registral connections that unfold between pitches and point out
pervasive formations of (013) and (014) trichords. 8 Indeed, the pitches
Smaldone chooses are emphasized to varying degrees through repetition,
registral isolation, and instrumental doubling. However, to my ears, the
varying articulations and timbres and the collective textures that emerge,
undermine the salience of singular pitch connections that unfold. What is
remarkable, even in the opening tutti, is the subtle differentiation in
articulations and textures that creates a "stream of sound,,9 events emerging
8Edward Smaldone, "Japanese and Western Confluence in Large-Scale Pitch Organization,"
Perspectives of New Music, 27/2(1989):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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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b. Gestural Types [Gl ... G6] in the Opening Orchestral Tutti (mm. 1-8)

90htake, 61-62. "In 'unfractionalized' music, Takemitsu is able to hear the 'stream of sound.'
Takemitsu chose this term not to describe an impression but to qualify a musical concept
which counteracts conventionalism. Instead of assembling sounds to partition space, sounds
are recognized as 'objects' that actuate space. If breathing in and out is the basic indication of
life, then the sho epitomizes life. Within and outside the sound of the sho (which is as complex
as life itself) floats the infinite 'stream of 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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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multiple localities. Even in the opening seven measures, he presents a.
wide spectrum of timbres that ranges from pitch to noise.

Pitch and gestural links
It is in the transitional passages (prior to shakuhachi and biwa entries)
that gestural and timbral boundarie~ between the Japanese and Western
instruments become blurred. In approaching the first solo entries by the
biwa and shakuhachi, the orchestra introduces gestures and timbral effects
that anticipate the biwa and shakuhachi. Fig. 2d presents several
transitional passages prior to the solo entries where the orchestral provides.
linear and gestural continuity through various linkage techniques. In the
first transitional passage, the doubly-arpeggiated harp, gong and tam tam
strikes, harp glissandi using a coin, and cello pizzicatos form a collective
texture that simulates the sawari texture idiomatic to the biwa. The manner
in which Takemitsu combines different timbres to create layered and
sequential attacks is in keeping with his conception of timbres as a
dynamic state of spatial and temporal 'movement within sound."'l0 The
arpeggiated gesture in the harp is connected to the arpeggiated gesture in
the biwa (see dotted line) and the sustained harmonics in the lower strings
also provide structural and timbral connections with the shakuhachi that
enters on D and E.
In a likewise manner, at m.35, the trumpets, trombones, harps, and lower
strings sustain a blocked chord at the dynamic level of ppp, where E4, the
pitch that the shakuhachi enters with overlaps with the upper voice of the
trumpet sonority that consists of B-E-G#-F#-C#(E13 chord). Here the
sustained chords on brass and strings evoke the sound of sho, a 17-pipe
mouth organ (used to sustain chords in the upper register) in the traditional
gagaku orchestra. Even the quasi-diatonic spacing of the trumpet chord
corresponds roughly to the standard formation of sho chords. The
rallentando marking creates another opportunity for the sounds to decay
gradually, where the concept of time shifts from one based on pulse to one
based on rna - timing of events dictated by the emergence and decay of
individual sounds.
The transition back to the orchestra from the same passage involves a
similar kind of gestural and timbral overlap. In the next example, as the
shakuhachi ends its solo with the high C, the strings enter with the highest
sounding pitch (creating an indefinite bandwidth of high pitches) and
II

IOTimothy Koozin, "Spiritual-Temporal Imagery in Music of Oliver Messiaen and Toru
Takemitsu." Contemporary Music Review, vol. 8/2 (1994):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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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s this for five seconds; as the shakuhachi moves up to E, the strings
consequently slide down to the blocked chord built on A. The strings,
therefore, echo the shakuhachi's closing gesture in inversion, sustaining the
tension built up by the shakuhachi with a gesture simulates and overlaps
with the bamboo flute. The upward pointing arrow is a notational symbol
introduced by Krysztof Penderecki in Threnody for the Victims of Hiroshima
(1960) to create the shrieking, noise-like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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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d. continued

Finally,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prior to the extended cadenza by the
shakuhachi and biwa, the two string orchestras collaborate in sustaining a
"pedal point" chord on 0, which I designate as G9 [see Fig. 2e]. This
gesture, with the dynamic intensification from pp to f and down to pp,
functions analogously to a cadential 6/4 chord sustained by the orchestra,
prior to a final cadenza in a ritornello-concerto form. The strategic
placement of these pedal point chords built on the tones, A and 0, l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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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e. Orchestral "Pedal" Preceding the Cadenza

structural coherence to the work in its long-range architecture that
emphasizes fifth relation. One may consider this as an overlap in mus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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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s between two cultures, as the structural role of fifth relations is
integral to traditional Japanese modal theories as well as in Western tonal
practice.1 1

Shakuhachi and biwa solos
With biwa and shakuhachi, it is important to emphasize that the sound
production is not based on an articulation of steady, discrete pitches, but on
the concept of changing timbre and gestural shape of each sound.
Shakuhachi is meant to sound as if "a wind is going through the bamboo,"
and the sawari technique on the biwa produces a complex range of
ambiguous pitches and noises. Even where Takemitsu uses proportional
notation using staves, Tsuruta and Yokoyama tend to interpret the gestures
freely in time, allowing the concept of ma to dictate the timing of events.
Fig. 3a shows the graphic notations Takemitsu introduces for the biwa
and shakuhachi player to shape the final cadenza for November Steps. The
indeterminate notations allow for the soloists to engage in a semiimprovisatory musical dialogue, where they can exploit the expressive
capacities of these instruments following the traditional Kinko-ryu,
honkyoku playing for the shakuhachi, and the Kinshin school of biwa
playing. In an interview with Katsura Yokoyama, the only shakuhachi
player to perform and record this work, he states: "I interpret the graphic
notation on the basis of my knowledge of the classic repertoire.,,12
The cadenza, as it appears in the score, is to be interpreted in such a way
so that each system must be read from left to right, but the order in which
the system is read is indeterminate (left up to the performer). The duration
of individual gestures and coordination between the two parts are also
indeterminate. For the shakuhachi notation, Takemitsu introduces a twotiered graphic notation where the lower line indicates the different types of
yuri or vibrations used and the upper line indicate the type of gesture.
The highlighted areas (boxed with pointed arrows) are the first systems
that Yokoyama and Tsuruta have chosen to create their performance
realization of the cadenza. Following my annotated score, the opening line
of the shakuhachi, for instance, translates into this: begin playing with a
given note, slowly without vibrato, changing it to tate-yuri, then to take-yuri;
then make an accent with strong breath as you jump to another note within
llIn doing so, he makes a subtle reference in November Steps to the traditional Japanese
music in the use of nuclear tones a fifth apart, e.g., D and A (while admitting that Takemitsu's
handling of pitches are chromatic, and not modal).
12Yoshiko Tokumaru, "An Interview with Yokoyama Katsura," Contemporary Music Review
vol. 8/2 (1994): 5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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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a. Graphic Notations for Shakuhachi and Biwa (Cadenza)

an extremely small interval with a staccatissimo, then tap the hole of the
instrument strongly with the fingers. The notation, therefore, serves no
more than a guideline for the types of gesture and articulation to be used in
succession.
Takemitsu's biwa notation, in comparison, presents a more precise
direction for the pitches to be used. The five-stringed Satsuma-style biwa,
first of all, is tuned to accommodate a range between D3-ES: D3, E3, A3, E4,
Es from the first to the fifth string. This tuning system exceeds the
traditional range of the biwa by at least one octave. His notation for the
biwa denotes the precise string, fret position, and the degree of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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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a. continued

needed to produce the inflections and change in pitch he intended. For
instance, the first pitch of the biwa is produced by pressing down on the 3rd
fret of the 2nd string and applying the 2nd degree of pressure to the string
to produce an approximate pitch of C4 . The relative size of the symbols
corresponds to the degree of intensity (loud - soft). Thus the biwa notation
has far less flexibility in the determination of pitch, compared to the
shakuhachi notation, while the temporal allocation of gestures can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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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preted just freely as the shakuhachi.
The performances by Yokoyama and Tsuruta suggest that they worked
out the sequences in which the systems are to be played ahead of time as
well as how the gestures are to be coordinated in time. Fig. 3b, in the
following page, presents my transcription of the opening passage of the
cadenza, using staff notation. It is apparent from comparing the
transcription to the scores, that Tsuruta, the biwa player, follows the biwa
notation more literally (proceeding from the top system in order) than
Yokoyama, who skips around from one system to another, introducing
articulations that differ from what is indicated. Yokoyama begins the
cadenza by echoing the A-C motive stated by the biwa, circling around
these notes briefly, then dropping out. The next shakuhachi entry occurs at
11:07 sec., with gestures and articulation that roughly correspond to the
middle of the first system with the double arrows: he enters with a small
interval, accented, and employs muraiki (applying breath), komi and tamane
(glottal fluttertonguing) to varying degrees.
For the rest of the cadenza, Tsuruta, the biwa player, continues to follow
the sequence of gestures in each system literally, while Yokoyama, the
shakuhachi player, truncates and substitutes other gestures and vibration
techniques along the way. The pitch structure in the cadenza conforms to
the in-sempo mode 13 transposed to A, namely, A-B b -C-O-(E b )-E-F-G;
frequent emphasis is given to semi-tonal neighboring motions between AB band E-F, and C used only as a leap of initial ascending third from A.
Chromatic inflections, such as E b is introduced only when the modal center
shifts to G, where the expressive tones, third and the sixth above, B band
E b, become exploited. The sequence Yokoyama chooses allows him to
build up gradually to a climactic height as he moves onto a higher range (to
F4) involving wider skips and glissandi, as the biwa player supports these
gestures with extensive tremolos, struck at ff.

Temporal allocation and the concept of "rna"
Temporal process in November Steps oscillates between orchestral tutti
passages that are pulse-based (rate of pulse is indicated by standard
metronomic marking) and shakuhachi and biwa solo passages that are
dictated by rna (senza tempo). In comparing the three CO recordings that
are available, the three performances reveal a wide degree of fluctuation in
the timing of entries between the orchestra and shakuhachi in the
13Eliot Weisgarber, "The Honkyoku of the Kinko-ryu: Some Principles of its Organization,"
Ethonomusicology 12: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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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itional passages noted earlier. The earlier recording with Bernard
Haitink (1970) observes the metronomic markings literally, thus bringing
out the contrast between the pulsed-based orchestral tutti and rna-based
passages - the concerto aspect of the work is heightened in this
performance realization. The most recent recording (1997) released by the
Tokyo Metropolitan Symphony Orchestra under Ryusuki Numajiri, a
recording session supervised by Takemitsu, infuses the aesthetics of rna
much more pervasively in the interpretation of orchestral gestures; the
contrast between the tutti and solo passages are minimized by making the
orchestral passages more elastic and fluid in tempo. The passages involving
extended techniques on harps and percussion are also amplified to bring
out their relationship to the biwa texture to the foreground.

Comparison with Autumn: form and gestural types.
Fig. 4a illustrates the formal process, types, and relationships of gestures
found in Autumn, written six years after November Steps. Here, the form is no
longer based on a concerto framework as the grouping of instruments and
patterns of interaction shift continuously; certain instruments carry
prominent linear motives that are tossed back and forth (highlighted in
darker boxes as Hauptmotive); shakuhachi and biwa do not stand out as
prominent solo voices, rather blend in with the collective texture that
unfolds. There are two cadenza-style sections for biwa and shakuhachi, but
these passages are integrated with the atonal style and gestures of the
surrounding sections. Notice the build-up toward an extensive climax
where all instruments sustain a chord at If. Smaldone also remarks on "a
more pervasive use of octave and unison doubling between choirs of
instruments" in the orchestration of Autumn. 14
A prominent gestural type that unifies the opening is G3, sliding tremolos
and glissandi that are applied to strings, oboes, flutes, clarinets and to
trombones. [see Fig. 4b] Bending and smearing pitches to create
continuously shifting tremolos and glissandi are few of the distinctive
manners in which Western instruments assimilate sound gestures idiomatic
to the shakuhachi. Trombones bend pitches continuously by opening and
closing the plunger mute, sliding, and fluttertonguing.
Timbres of Japanese and Western instruments are also superimposed
through stratified attacks: this is illustrated in Fig 4c where the harp II
enters with an arpeggiated chord as the biwa strikes a B b with a quick
alternation of front and back strokes. Harp I then enters with a succession of
14Smaldone,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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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b. Timbral and Gestural Assimilation of Western Instruments with Shakuhachi

arp~ggiated figures that echo the gesture of harp II. The combined sonic
effect remind me of skipping a rock on the surface of water. Here biwa and
harps follow one another in succession to create a blended series of attacks
and decays of sound. This type of orchestration illustrates his concept of
timbre as a "movement in sound."
Another techniques which Takemitsu uses to blend timbres of
instruments subtly is shown by what I call"framing" pedal points. [see Fig.
4d] Here, in the second shakuhachi solo entry, the violin and contrabass
sustain harmonics that outline a major 7th at the registral extremes. The
shakuhachi plays its solo passage against string pedal points, blending its
pitch in and out of the major 7th pedal that is sustained throug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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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armonic resources and orchestration techniques in Autumn, on the
whole, reflect the Western "mirror" even mOrE~ strongly than in November
Steps. Gestural type, G6, refers to an unmistakable allusion to Debussy's
Jeux [see Fig. 4e], in the falling whole-tone and augmented triads preceding
the first shakuhachi entry. The stratified attacks, fusion of timbres, and
orchestral pedals are features used widely in contemporaneous works by
Boulez, Berio, Rands, Schwantner, and so forth. In addition, whil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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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triad
Figure 4e. Harmonic and Gestural Allusion to Debussy's Jeux

A • Bb

Figure 4£. Shakuhachi and Biwa Solos

extended timbral effects applied to woodwinds and brass simulate gestures
idiomatic to the shakuhachi, the musical interaction between instruments
are largely based on familiar Western contrapuntal techniques of imitation
and motivic exchange.
All shakuhachi and biwa entries are written out using proportional staff
notation. Fig. 4f shows one of the solo dialogues between shakuhachi and
biwa that takes place at Reh. G. The intervals of minor nineth, e.g., A-B b,
and major seventh, F-E, are used prominently and the gestures are
coordinated precisely to bring out these structural relationships in an atonal
style. Stylistic references to traditional Japanese honkyoku practice are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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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guely suggested in the types of gestures and articulations and in the
temporal allocation of gestures and the process of "give and take" that are
still governed by rna.

Conclusion
In November Steps, Takemitsu succeeds in emphasizing the separateness
between the Western and Japanese musical practices through exploring the
commonalities in form, pitch structures, and gestural characteristics in both
traditions. The Western ritornello-based concerto form and block
juxtaposition, on the one hand, maximizes the contrast between the
Japanese and Western instruments as distinct forces that play against one
another in time. On the other hand, Takemitsu embeds common points of
reference in his treatment of pitch and gestures to assure structural
coherence and continuity of sound events. Distinct "sonic" references to
biwa are made in the harps and percussions that create timbral and gestural
overlaps between the Japanese and Western musical forces. While these are
points at which pitch and gestural contents overlap in this way, the timbral
differences between instruments remain vivid and uncompromised (even
with extended techniques, the listener would not mistake the sound of harp
from biwa, or strings from the shakuhachi). In other words, the Western
orchestra retain their timbral autonomy, in spite of the harps and
percussions that subtly "mirror" the sounds of biwa through pitch and
gestural links. The traditional practices of biwa and shakuhachi playing also
remain uncompromised by the intrusion of the Western orchestra - in fact,
their stylistic differences are heightened by this confrontation. As Ohtake
comments, "by purposely creating a presumably unsolvable conflict,
Takemitsu can knowingly treat both Western and Japanese sounds fairly,
but with discrimination. 15
In comparison, Takemitsu forges an assimilation of Western and Japanese
musical resources in Autumn in the interest of forming a collective "mirror."
The temporal process is fluid, interweaving passages with pulse orientation
vis-a.-vis passages that are dictated by rna. The shakuhachi and biwa become
absorbed within the collective instrumental texture, engaging in dialogues
with specific Western instruments through contrapuntal procedures (e.g.
motivic exchange) and "framing" pedal points. As the Western instruments
are made to assimilate the timbral and gestural characteristics of the
shakuhachi, and the shakuhachi and biwa assimilate the angular
150htake,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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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sonancese of post-1945 European sonic resources, the roles of these
instruments become progressively divorced from the historical and stylistic
practices that they are associated with. What emerges is a scenario whereby
individual gestures with different stylistic connotations become subsumed
by a collective "mirror": one that diffuses the boundaries between distinct
musical tra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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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 윤화의 거율’ :
다케마쓰 도류의 듀 편의 관현약 작품에꺼

샤큐하치와비와의 역할

우노야요이
콜로라도주립대학

머리말
다 른 문화전통을 넘나드는 (cross

over)

현대 예술음악의 고찰에서는 음악적

통합의 유형과 정도를 가늠할 음악이론척 기준의 설정이 반드시 요구된다. 각

문화의 미척 가치가 어느 정도로 융합 또는 수렴하는가? 작곡자는 판이한 문화에
서 나온 음악자원을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통합하는가? 이 글에서는 서양 오

케스트라를 배경으로 샤쿠하치 CR.八)와 비와(좋휩풀)를 독주악기로 등장시키는 다
케미쓰 도루(武滿澈)의 두 편의 관현악 작품

<11 월 단모노 (]Voven1ber Steps))

(1964) 와 〈가을 (Autun1n)) 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탐구해 본다.

이 장르에서 획을 그은 작품으로 여겨지는 <11월 단모노〉는 전통 혼쿄쿠(本曲 )1
양식의 샤쿠하치 주법부터 리게티 풍의 미세대위법 (micropolyphony) 에까지 걸치

는 음악표현들을 결합하고 있다 2 이 글에서는 먼저 다케미쓰의 작곡이 져향}는
바와 그의 서법에 영향을 끼친 일본 전통음악의 1l]학을 살펴본 뒤

<11 월 단모노〉

의 형식 전개， 음고구조， 시간분배와음악의 제스처， 일본악기와서양악기 사이의
음색 및 제스처의 연계 등을 살펌으로써 작품이 실현하는 음악척 통일의 성격을

탐구해 보기로 한다. 다케미쓰의 작곡기법의 발전은 <11 월 단모노〉에 깔려 있는
변증법적 개념들이 〈가을〉의， 일본적 및 서양적 음악 제스처 사이의 더욱 고도의
양식적 동화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통해 더듬어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두 작품의
l( 역주) 특정 유파에 전숭되는 기본 레퍼토리.

2Fredric Lieberman, Contemporary Japanese Composition: It s Relation to Concepts ofTraditional
Oriental Musics (M.A. Thesis, University of Hawaii, 1965), p.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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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과 시간과정을 비교함으로써， 다케미쓰의 ‘문화를 비추는 거울’ 개념이 두 작
품에 아주 판이하게 반영되고 있음을 보이려 한다.
다케미쓰 작품 개관(<그림

1a>

참조)

다케미쓰는 서구의 영향이 절정에 달하던 전후(戰後) 일본의 음악풍토에서 성
장했다.<2악장의 렌토 (Lento in Due Movementi)> (1952) 같은 초창기 작품은 드뷔

시， 포레， 메시앙 등 프랑스 작곡가의 영향을 강하깨 띠고 있다. 1960년대 초의
부작 〈반지 (Ring)>

3

, <희생 (Sacr떠ce)> ， <발레리아 (Valeria)> 에서는 알레아토리

(aleatoric) 기법과 그래픽 기보법을 실험했다. 덧붙여， 자기(磁氣)테이프를 쓴
〈수상음악 (Water Music) >과 〈과이단 (Kwa뼈n)> 같뜬 작품에서는 그 무렵 여느 일

본 작곡가들처럼 구체음악 (musique concrète) 기법을 수용하기도 했다. <11 월 단
모노〉와 〈가을〉은 그 다음 단계에 속하는 작품들로" 오타케 노리코는 이를 ‘동서
의 합’ 이라 한다 1964년 다케미쓰는 존 케이지를 만나고， 그로 인해 일본 전통음

악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하게 되었다고 한다. “존 케이지를 만나고 비로소 내가

물려받은 전통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고 그는 말한다. 1966년부터 12년 동안
그는 샤쿠하치， 비와 등 가가쿠(雅樂) 합주의 악기들을 서구의 음악자원과 결합하
는 작품들을 쓰게 된다. 1980년 이후의 경향은 프랑스의 영향， 특히 메시앙으로의

복귀와， 숫자에 감춰진 의미 및 자연과 연관된 테마들에 대한 관심으로 특정지워

진다.
미학적관점
〈그렴 1b> 는 <11 월 단모노〉에 관한다케미쓰자신 및 다른사람들의 배경설명을

옮겨놓은 것이다. 첫번째 인용문에서 그는. 일본과 서양의 음악척 힘의 피상적언
혼합을 지양하고 둘 사이의 모순에 “맞서고” 이를 “강조”하겠다는 의도를 피력하

고 있다. 두번째 및 세번째 언용문에서는 문화를 비추는 ‘거울’ 이라는 개념을， 음
악척 재료의 결합에 깔려 있는 미학적 의도라고 셀명한다. 처음에는 은유적 설명

에 그치지만， 거울’ 은 차츰 확립된 음악관습을 표상하는 소리의 제스처를 지칭하
게 된다.

‘거울’ 에 대한 그의 설명은 2단계의 과정을 말한다. 먼저 -다른 문화의

거울’ 을 틈입시켜 서구의 ‘거울’ 을 흐트러뜨리는 것(결합해제 diassociation) , 다
음은 흩어진 조각들을 다시 맞추어 “난반사에서 나오는 산란광”을 살펌으로써 새

로운 어떤 것에 다다르는 것(합 syn야lesis) 이다. 흥미롭지만 까다로운 다케미쓰의

이러한의도가 일본과서양 악기의 형식， 제스처， 츄향특성을다루는 모습에서， 그
리고 두 작품을 지배하는 시간 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이는 것이 이 글

3Toru Takemitsu , “ Contemporary Music in Japan;’ Perspectives of New Music , vo l.
27/2(1989), p.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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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석의 목적이다.

일본전통음악의 미학
분석으로 들어가기 앞서， 다케미쓰에게 영향을 준 일본음악의 용어와 미적 원리

를 간단히 살펴보자. ‘단모노(段物)’ 는 노(能)나 부가쿠(舞樂)처럼 여러 도막으로
이루어지는 전통 형식이다. <11 월 단모노〉라는 제목이 암시하듯， 불규칙한 길이의
열한 개 단모노는 샤쿠하치와 비와로 시작하며， 매 단모노의 시작마다 샤쿠하치와

비와는 극적 인 시낌새를 보인다.

‘사와리’ 는 터치 (touch) 라는 돗으로， 비와에서

나는 소음 섞인 음향을 말한다. 오타케는 “현을 한 번 횡기면 (몇 개의 배음을 포

함핸) 아주 복잡한 음향이 산출되어， 선율 프레이즈 구성은 부차적인 문제가 된

다"4고 설명한다. 편직물을 뭇하는 ‘메리야스’는 가부키(歌舞皮) 공연에서， 한 장
면과 다음 장면 사이의 휴지부를 (샤미센三味線으로) 즉흥적으로 채워넣는 음악기

법이다 5 <11 월 단모노〉의 반즉흥척 카덴자에서 비와와 샤쿠하치는 주어진 양식
틀에 즉흥을 가미함으로써 메리야스 비슷한 기능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마

(間)’ 는 음향사건들 사이의 빈틈으로， 다케미쓰는 이를 “다이내믹에 의해 팽팽해

진‘ 음향 부재의 계량불가능한 형이상학적 공간(지속)"6이라고 설명한다. 독주악
기들과 오케스트라가 상호작용하다보면 어떤 도막이 시작되기 전에 긴장 가득한
휴지부가 생기기 일쑤인데， 몇 년에 걸쳐 <11 월 단모노〉를 연주하고 레코딩해 온

샤쿠하치의 대가 요코야마 가쓰야는 “싸움에서 척의 칼날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무라이 "7의 냉정함과 집중력으로 ‘마’ 를 대한다고 했다. 이것은 다케미쓰가 일
생에 걸쳐 음악관에서， 그리고 작품에서 일관하여 추구해 온 개념이다.

<11월 단모노〉의 분석
형식구조와제스처 유형
먼저 관현악은두그룹의 현과하프， 타악기로구성된다. 두그룹은무대 위에서

마주보게 배치되고， 목관과 금관은 뒤쪽 한가운데， 비와와 샤쿠하치 독주자는 지
휘자와 오케스트라 앞에 자리한다. 이러한 배치촬 다케미쓰는 “범 (況) 초점” 편성

4Noriko Ohtake , Creative Sourαs for the Music ofToru Takemitsu(England: Scolar Press, 1944),
p.56. 오타케에 따르면 다케미쓰는 사와리를 일본음악에 고유한 특절로 여기고 있다고
한다

5Toru Takemitsu, “Mirrors ," translated and edited by S. Adachi nd Roger Reynolds ,
Perspectives ofNew Music , vol. 30/1(1992), p. 75
6Toru Takemitsu, “One Sound ," Contemporary Music Review vol. 8 /2 (1994) , p. 3.
71998년 7월 5-11 얼 콜로라도 대학(볼더)에서 열린 국제 샤쿠하치 축제에서 요코야마 가
쓰야와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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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부른다. 음향사건들이 “여러 겹의 음향 주소” 사이를 앞뒤로 념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슷한 앙상블 편성을 〈도리아의 지명 (Dorian

Horizon)>

같은

작품들에서 사용한 바 있다 8
〈그림 2a> 는 <11 월 단모노〉의 형식 스케치이다. 작품의 구성은 서구와 일본의
음악 관행에 터잡은 두 가지 형식절차를 섞어 짜넣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줄
의 로마숫자는 길이가 각기 다른 11 개의 단모노를 표시한 것이다. 노{能)에서처럼

각 단모노의 시작은 보통 샤쿠하치나 버와의 극적언 시낌새에 의해 지시된다. 한
편 이러한 복합형식은 서구 콘체르트 형식의 리퇴르넬로 모텔을 닮았다. 번갈아
나오는 총주와 독주 패시지가 덩어리 단위로 대럽하고 있는 데서

l경쟁하는’ 두

세력 사이의 상호작용을 볼 수 있고， 작품 끝무렵에는 확장된 카덴자가 나온다. 독
주악기간 또는 독주악기와 관현악의 시작부분을 연결해 주는 구조음인 0-0 , E-E
및 A-C는 양방향 화살표로 나타냈다.

관현악 파트에 나타냐는 제스처의 유형들을 텍스처 , 리듬， 음색 및 구조음 특성
에 따라 범주화하여 그럼 밑에 정리했다. 이들 제스처는 나타나는 차례에 따라 G1
부터 G lO까지로 범주화했다. G1 은 시차를 둔 두 하프의 짧은 어택， G2는 현 파트

끼리 주고받는 짧은 동일리듬 모티프들， G3은 높은 음역의 지속화음들， G4는 셋
째마디의 폭포처럼 쏟아지는 배음을 하는 식이다.

당연히 듣는이들은 서양의 ‘거울’ 의 투사인 맨처음 총주 도막의 , 인상주의 풍으

로 착 가라앉은 음향에 충격을 받는다. 관현악의 두 개 하위그룹이 미세대위법을
쏟아내며 제스처를 주거니받거니 하고， 두 하위그룹이 나무가 가지를 치듯 얼기설

기 포개지는 위로 목관과 금관이 이와는 푸렷이 구별되는 음향층을 더한다. 다섯
째 마디의 종지에 가까워지면서 악기그룹들의 제스처는 정연한 리듬을 보이고， 이

와 함께 두 그룹의 관현악의 텍스처 밀도가 추동력을 더한다. 이어지는 도막은 비
올라끼리 주고받는 대위법이 특갱이며 , 이번에도 시차를 둔 하프의 어택이 구두점
역할을 한다. 다섯째 마디에서 손톱으로 뜯기나 (G6) , 다음다음 마디의 시간차 어

택 (G l) 등 하프 테크닉의 확장은 서구의

’거울’ 애 틈업한 외국의 요소처럼 들릴

수 있어， 비와의 사와리 택스처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킨다. <그렴 2c> 는 시작 총
주의 음고구조를 이른바 핵음고 (nuclear pitches) 로 간략화한 에드워드 스몰돈의
분석이다. 음고들 사이에 펼쳐지는 거시적 음역관계와， 전체가

‘013’ 및 '014’ 삼
화음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9 아닌게아니라 스몰톤이 골라낸 음고들은 반
80htake, pp. 23-24 “〈도리아의 지명〉에서 다케미쓰의 의도는 ‘음악의 정원’을 만드는 것
이다. 각각의 성분은고도로정제되어 있고상세하지만， 같이 모여 하모니를 이룰 때는정원
의 요소들처럼 개성을 숨기고 이름없는 요소가 된다. 그래서 전체 음악적 풍경은 음향의 대
위법을 만들어내어， 어느 특정 악상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음의 색칼들을 찌겁기한 모습
으로나타난다

9Edward Smaldone, “ Japanese and Westem Confluence in Large-Scale Pitch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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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음역 고립 . 여러 악기로 같은 음 내기 둥을 통해 다양한 정도로 강조된다. 그러
나 필자가 듣기에는 작품에 나타나는 다양한 아티률레이션과 음색이며 전체 텍스
처가， 향후 전개될 단얼음고 연결을 덜 두드러지게 만드는 것 같다. 맨처음 총주에

서조차 맨먼저 귀에 들어오는 것은， 아티률레이션과 텍스처가 미묘하게 차별화되

어 여러 곳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의 흐름’ 10을 창출하는 모습이다. 첫 일곱 마디에
서 벌써 다케미쓰는 고정음고를 가진 음부터 소음까지 결치는 넓은 음색의 스펙트
럼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음고와제스처의 연계
일본 악기와 서양 악기의 제스처와 음색의 경계가 무너지는 곳은 바로 (샤쿠하

치와 비와가 등장하기 전의) 경과구이다. 비와와 샤쿠하치의 첫 독주가 나오는 부
분이 가까워지면서 관현악은 비와와 샤쿠하치를 기대케 하는 제스처와 음색을 낸

다. <그럼 2d> 는 독주에 선행하는 경과구 몇 군데에서 관현악이 다양한 연결기법
을 통해 선율선 및 제스처의 연속성을 마련해 주는 모습을 보여준다. 첫 번째 경과

구에서 하프의 이중 아르페지오， 공과 탐탐의 울렴， 동전을 이용한 하프의 글리산
도， 첼로의 피치카토는 비와 특유의 사와리 텍스처를 닮은 접합척 텍스처를 형성

한다. 다른 음색들을 결합해 시차를 둔 순차적 어택을 산출하는 다케미쓰의 수법

은 “ ‘음향 속에서의’ , 다이내믹한 공간척 및 시간적 ‘운동’ 의 상태 "11라는 그의 음
색 개녕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하프의 아르페지오 제스처는 비와의 아르페지오
시검새와 연결되고(점선) . 저음 현의 길게 끄는 배음들은 D와 E로 시작하는 샤쿠
하치와의 구조 및 음색의 연계를 제공한다.

비슷한 방식으j료 35번째 마디에서 트렴렛과 트롬본， 하프， 저음 현은 ppp의 세
기로 덩어리 화음을 만들고， 샤쿠하치의 첫음 E4가 트럼렛의 B-E김#-F

# -C#(E 13

화음) 음향의 최고음과 중첩된다. 여기서 금관과 현의 지속화음은 전통 가가쿠(雅

樂) 합주의 17관 쇼(높은 음역의 화음지속12에 사용)의 소리를 떠올리게 한다. 거
의 2도씩으로 배열된 트럼햇 화음의 구성음도 쇼 합죽(合竹)의 표준 구성과 대략

일치한다 . rallentando 지시로 다시 소리는 차츰 사라져， 시간개념은 등시가의 펼스

Perspectives ofNew Music , 27/2(1989) , p. 221.
l ü()htake, pp.

61-62.

“

자잘하게 나누어지지 않은 음악’ 속에서 다케미쓰는 ‘소리의 흐름’

을 듣는다. 다케미쓰는 이 말을 어떤 인상을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습에 반항하는 음
악개념을 정의하기 위해 사용한다. 소리들을 모아 공간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활
성화시키는 ‘대상’ 으로서 공간을 인식하는 것이다

숨윤 쉬고 내뱉는 것이 살아 있음의 기

본적 정표라면， 쇼(뿔)야말로 삶의 축도(縮圖)라 할 수 있다. (삶 자체 만큼이나 복잡한) 쇼
의 소리 안팎으로 가없는 ‘소리의 흐름’ 이 떠다닌다
ll Ti mothy Koozin, “ Spiritual-temporal Imagery in Music of Olivier Messiaen and Toru
Takemitsu," Contemporalγ Music Revie!ι vol. 8 /2 (1994), p. 55.

12( 역주) 함죽(合竹) 주볍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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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터잡은 것으로부터 ‘마 -개개 소리의 생성과 소멸에 의해 규정되는 사건의 타
이밍-에 터잡은 시간개념으로 전환된다.
같은 패시지에서， 관현악으로 되돌아가는 경과구에서도 비슷한 종류의 제스처

및 음색의 중청이 이루어진다. 다음 보기는 샤쿠하치가 하이 C로 독주를 끝내고 현
이 각자 가능한 최고음(그 결과 높은 불확정음의 띠가 만들어진다)을 내며 진입해
그 상태로 5초를 끄는 부분이다. 샤쿠하치가 E로 올라가면 현은 미끄러져내려와

A 위의 덩어리 화음을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현은 샤쿠하치의 마무리 시검새를 뒤
집은 모습이며， 샤쿠하치를 흉내내고 중첨하는 제스처로써 샤쿠하치가 만들어낸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다. 위로 향한 화살표는 크리슈토프 펜데레츠키가 〈히로시마
희생자를 위한 애가 (Threnody for

the Victims of Hiroshima) >(1960) 에서

거의 소음

수준의 절규 효과를 기보하기 위해 도입한 기호이다.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것은， 샤쿠하치와 비와의 확장된 카덴자에 앞서 두 그룹의
현이 함께

D 위의 ‘페달포인트’ 화음을 지속하는 모습이다(<그림 2e> 의 G9). pp

에서 f로， 다시 pp로 격렬하게 오르내리는 다이내띄을 수반한 이 제스처는 리토르
벨로 콘체르토 형식에서 관현악이 지속하는 종지 4냉화음과 기능이 같다 .A와 D

위에 쌓은 페달포인트 화음의 전략적 배치는 5도관계를 강조하는 거시적 건축과

구조적으로 상통한다는 외관을 작품에 부여한다. 서구의 조성 관행에서뿐 아니라
일본 전통 선법이론에서도 5도관계는 핵심이므로， 이를 두 문화의 음악관행의 중

첩으로 보아도 좋겠다 13
샤쿠하치와비와독주

샤쿠하치와 비와에서 눈여겨볼 것은， 음의 산출이 일정하고 불연속적인 음고의

분절에 기초동}는 것。 1 아니라， 음색의 변화와 각 음의 시김새의 윤곽。1 라는 개녕
에 터잡고 있다는 점이다. 샤쿠하치는 ‘대숲을 지나치는 바람’ 같은 소리를 내도
록 지시되어 있고， 비와의 사와리 기법은 애매모호한 음고와 소음이 섞인 복잡한

음띠〔音帶〕를 만들어낸다. 다케미쓰 악보에서 오선보 위에 시가까지 기보한 데서
조차 쓰루타와 요코야마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시검새를 해석해， ‘마’ 개녕이
사건의 타이멍을 규정하도록 한다.
〈그림 3a> 는 <11 월 단모노〉의 마지막 카덴자의 윤곽으로， 비와와샤쿠하치 주자

들에게 준 다케미쓰의 그래픽 악보이다. 불확정 기보이묘로 독주자들은 반즉흥적

으로 음악척 대화를 엮어나가면서 각자 전통 양식대로-샤쿠하치의 경우 긴코류
(琴古流)와 흔쿄쿠， 비와의 경우 긴신류(鎬心流)꾀 양식-악기의 표현 역량을 최

13여기서 다케미쓰는 <11월 단모노〉의 예컨대

D-A

같은 5도관계 핵음 (neuclear

tone)

사

용이 일본 전통음악에서 가져온 것엄을 은근히 시사한다(그러면서도 음의 처리는 선법척이
아니라 반음계척임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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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다. 이 작품을 연주 또는 레코딩한 유일한 샤쿠하치 연주자
요코야마 가쓰라는 한 인터뷰에서， “내가 전송받은 전통 레퍼터리를 기초로 그래

픽 기보를 해석했다"14고 했다.
악보상에서 카덴자의 각 덩어리는 좌에서 우로 읽어나가게 되어 있지만， 어느
덩어리를 먼저 하고 어느 덩어리를 나중에 할 것인가는 정해져 있지 않다(연주자

에 일임) . 개개 시검새의 시가와 두 악기 사이의 호홉조철도 불확정적이다， 샤쿠하
치 기보에서 다케미쓰는 두 층의 그래픽 기보를 썼는데， 아랫줄은 어떤 유형의 유
리(요성)를 쓸 것인지를， 윗줄은 시김새의 유형을 지시한다.

요코야마와 쓰루타는 선으로 두른 덩어리(화삼표)를 맨먼저 연주하기로 했다.
〈그림 3a> 의 해당부분 주석은 필자가 붙인 것으로， 예컨대 샤쿠하치의 첫줄은 이

렇게 해석된다. “특정 음고로 느리게， 요성 없이 시작 •
리 요성 •

(지공) 치기

다테유리 요성 •

아주 살짝 다른 음으로 도약(숨을 룩 넣으며 스타카티시모로) •

다케유
구맹

그러므로 악보는 시검새와 아티률레이션 연결의 유형을 개략척으로

지시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비와 악보는 이에 비해 더 정확한 지침을 제공한다. 먼저 .5 현의 사쓰마(護摩)
비와의 〔개방현〕 음역은 03 -0 5 로 1 현부터 차례로 0 3 . E3. A3. E4. E5가 된다.
이러한 조현은 전통 비와의 음역보다 적어도 한 옥타브 높은 것이다. 다케미쓰의
비와 악보는 현명과 주(柱)의 위치， 작곡자가 의도하는 음의 굴절과 음고변화를
위해 현을 누르는 강도까지 정확하게 지시하고 있다. 예컨대 해당부분의 비와 첫
음은 2현 3주를 강도 2로 눌러 대략 C4 비슷한 음으후 나온다. 큰 부호는 세게， 작
은 부호는 여리게 연주하면 된다. 이렇게 비와의 악보는 샤쿠하치에 비해 음고 결

정에서 신축성이 훨씬 적지만， 시김새의 시간분배는 샤쿠하치 만큼이나 자유롭게
해석하면된다.

요코야마와 쓰루타의 연주를 들어보면. 연주 순서는 물론 시검새에서 어떻게 둘

이 호홉을 맞출 것인가까지 미리 의논해 정한 듯하다 <그림 3b> 는 카덴자의 첫 패
시지를 펼자가 오선보로 채보한 것이다. 필자의 채보와 다케미쓰의 원보를 비교하
면， 비와를 연주한 쓰루타가 요코야마보다 악보에 충실한 것 같다(맨위 덩어리부

터 차례로 연주). 이에 비해 요코야마는 이 덩어리에서 저 덩어리로 건너뛰기도 하

고， 악보에 지시한 것과 다른 아티률레이션을 도입하기도 한다. 요코야마의 카덴
자 처음은 비와의 처음 A --C 모티프를 뒤따라 나와 두 음 주변을 잠깐 맴돌다가 빠
져나간다. 그 다음으로 샤쿠하치가 나오는 시점은 1 1.7초이다. 이 부분의 시검새와
아티률레이션은 첫단계 중간부분(겹화살표)과 대략 일치한다. 첫음을 내고， 곧 살

짝 음고를 바꾸며 강세를 주고. 무라이키， 고미， 다마네 등의 기법을 여러 가지로

14Yoshiko Tokumaru, "An Interview with Yokoyama Katsura,"
vol. 8 /2 (1994), pp. 59-65

Contempormγ

Music Review,

두문화의 ‘거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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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다.
카덴자 나머지 부분에서 쓰루타의 비와는 각 단계의 시낌새를 악보에 충실하게

따라가는 반면， 요코야마의 샤쿠하치는 시검새와 요성을 생략하거나 바꾸면서 음

악을 풀어간다. 카덴자의 음고구조는 음선법 (陰雄法) 15，16을 A로 이조한 A-B b-

C-D-(E b )-E-F김이며 . A-B b 과 E-F의 반음진행이 자주 강조되고 .C는 A에서
시작하는 3도 도약에만 쓰인다 Eb 같은 반음계적 굴절은 선법 중심음이 G로 이

동할 때만냐타나며， 이 경우표현척 음들인 3도와 6도위의 Bb 와 Eb 을한껏 활
용한다. 요코야마의 연주 순서대로 하면 클라이맥스를 향해 차츰 고조되면서 넓은

도약과글리산도로고음역(최고 F4 ) 에까지 이르게 꾀며， 비와가 f의 트레몰로로 이
러한움직임을받쳐 준다.
시간분배와‘마’ 개념
(11 월 단모노〉의 시간과정은 등시가 펄스를 기초로 한 관현악 총주(펄스의 빈도

는 표준 메트로놈 표시로 지시된다)， ‘마 (senza tempo 무박자)’ 로 규정되는 샤쿠하

치와 비와의 독주 패시지 사이를 왔다갔다 한다. 현재 입수가능한 3종의 CD를 비
교해 보면 앞에 언급한 경과구에서 관현악과 샤쿠하치가 등장하는 타이멍이 매번
연주마다 큰 폭으로 달라점을 알 수 있다. 초기에 해당하는 베르나르드 하이탱크
의 레코딩 (1970) 은 메트로놈 표시를 철저히 지킴으후써 펼스에 기초한 관현악 총
주와 ‘마’ 에 기초한 패시지 사이의 대비가 살아난다. 작품의 협주곡적 측면이 잘

부각된 경우라 하겠다. 반면 가장 최근 레코딩 (1997) 인 누마지리 류스키 지휘의
도쿄도교향악단연주(감독다케미쓰)는관현악제스처의 해석에서도두루 ‘마’의
미학을 채용하고 있다. 관현악 패시지의 템포를 신축성있고 유연하게 함으로써 총

주와 독주 패시지 사이의 대버는 극소화되었다. 하프와 타악기의 다양한 테크덕을
동원한 패시지들도 함께 강조하여， 이 악기군과 비와 텍스처의 관계가 전면으로
부상한다.
〈가을〉과의 비교: 형식과 제스처 유형
〈그렴 4a) 는 (11 월 단모노〉보다 6년 뒤에 쓴 〈가을〉에서 발견되는 형식과정과

제스처의 유형 및 관계를 도식화한 것이다<가을〉에서는 악기의 그루핑과 상호작
용의 패턴이 끊임없이 바뀌므로 형식은 더 이상 협주곡 틀에 기초하지 않는다. 어

떤 악기들은 돌출한 단선 모티프를 주거니받거니 하고(굵은선 박스 안에 으뜸 모
티프 Hauptmotive로 표시) . 샤쿠하치와 비와는 꼭주로서 두드러지는 것이 아니

15Eliot Weisgarber, “The Honkyoku of the Kinko-ryu: SOffie Principles of its Organization,"

Ethnomusicology 12, p. 83.
16( 역주) 일본 가가쿠의 六調子 중 呂施法의 딴이름 섭t:bfê法(陽族法)은 훔f往樂의 쩌調， 여

션법 (음션법 )은 商調에서 각각 왔으나 음질서는 당악의 그것과 달라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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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음악에서 펼쳐지는 집합 텍스처와 조화를 이루어 나간다. 비와와 샤쿠하치를

위한 카덴자 풍의 도막이 두 차례 나오지만， 이들 돼시지도 앞뒤 도막들의 무조성
양식과 제스처 속에 통합되어 버린다. 확장된 클라이맥스에 다다르기 직전 모든
악기가 f 화음을 죽 끌고가는 모습이 주목할 만하다. 스몰돈은 또 〈가을〉의 관현

악 서법에는 “악기군 사이에 옥타브와 동음관계를 훨씬 넬리 사용한다"17고 지적
한다.

곡 시작부분에 통일감을 주는 두드러진 제스처 유형은 G3의， 현과 오보에， 플
룻， 클라리넷， 트롬본의 미끄러지는 트레몰로와 글리산도이다(그림 4b). 음을 왜

곡하거나 모호하게 하여 끊임없이 음이 바뀌는 트레몰로와 글리산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서양 악기로 샤쿠하치 특유의 시김새를 흉내내는， 드물지만 돋보이는 수법이
다. 트롬본도 플런저 뮤트 (plunger mute) 를 여달거나 슬라이딩이나 플러터텅잉으
로끊임없이 음을왜곡한다.
일본악기와 서양악기의 음색들은 또 시간차 어택을 통해 겹쳐지기도 한다<그

림 4c> 에서 보듯， 하프 H 가 아르페지오 화음으로 등장할 때 비와는 내려치기와 올
려치기를 재빨리 번갈아가며

Bb 를 내는 것이다. 그러면 하프 I 이 하프 R의 제스

처를 되받은 아르페지오 음형을 잇달아 내며 등장한다. 이들이 결합한 음향효과는
마치 물수제비를 뜨는 광경을 연상시킨다. 여기서 비와와 하프는 서로 꼬리를 물
고 진행하면서 일련의 어택과 감쇄를 만들어낸다. 이런 유형의 관현악 서법은 ‘음

안에서의 운동’ 이라는 다케미쓰의 음색 개녕을 잘 보여준다.
악기들의 음색을 미묘하게 섞어내는 또 다른 기법은 ‘틀짜기 (framing. 필자의

표현)’ 페달포인트에서 찰 드러난다(그림 4d). 두번째로 샤쿠하치 독주가 나오는
이 부분에서， 바이올린과 콘트라베이스는 각각 극한의 음계에서 장7도의 배음을
지속한다. 샤쿠하치는 현의 페달포인트를 배경으로 독주 꽤시지를 연주하면서 , 줄
곧 지속되는 장7도 페달 사이를 드나들며 음을 섞어나간다.
〈가을〉의 화성 자원과 관현악 기법은 전체로 보아 <11 월 단모노〉보다 훨씬 강하

게 서양의 ‘거울’ 을 반영한다. 제스처 유형 G6 에서， 첫번째 샤쿠하치 등장에 선행
하는 하행 장2도와 증3화음은 드뷔시의 〈놀이 (Jeux) >에 빗댄 것임을 얼른 알 수 있

다(그립 4e). 시간차 어태， 음색의 융합， 관현악의 페달 들은 불레즈， 베리오， 란
츠， 슈반트너 등등 같은 시대 활동한 작콕가들 사이에서 널리 쓰인 특정들이다. 덧

붙여， 목관과 금관의 확장된 음색효과는 샤쿠하치 특유의 시김채를 흉내낸 것인

반면， 악기들 사이의 음악척 상호작용은 대체로 모방과 모티프 교환 등 귀에 익은
서구 대위법 테크닉에 터잡고 있다.
샤쿠하치와 비와가 등장할 때는 어낌없이 시가를 분명히 한 오선보로 빈틈없이
기보한다. <그렴 4f>는 RehG 에서 일어나는 샤쿠하치와 비와 독주의 대화 가운데
17Smaldone , p.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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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를 보인 것이다 A-B b 단9도와 F-E 장7도가 두드러지게 쓰이며， 제스처가

정교하게 조화를 이루어 무조성 양식 속에서 이러헨 구조적 관계를 낳는다. 일본

의 전통 혼쿄쿠 관습에서 따온 양식은 제스처와 아티률레이션의 유형들， 그리고
제스처의 시간분배와 ‘기브 앤드 테이크’ 의 과정 (여기서도 역시 ‘마’ 가 지배한다)
에서나 회미하게 엿보일 따름이다，

맺음말
<11 월 단모노〉에서 다케미쓰는 서구 및 일본의 음악전통의 형식과 음고구조， 제
스처의 특성 등 평범한 것들을 탐구하여 두 관습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데 성공한

다. 한편으로는 리토르넬로에 터잡은 서양 협주곡 형식과 덩어리 단위의 대럽이
일본 악기와 서양 악기 사이의 대비를 극대화한다(두 악기는 서로를 배경으로 삼

고 연주하는 별개의 세력이 된다). 다른 한편 다케띠쓰는 음고와 제스처를 다루는
수법에서 공통점을 찾아냄으로써 음향 사건들의 구조척 대응과 연속성을 확보한

다. 하프와 타악기가 비와의 소리를 연상시키게 함으로써 일본 음악세력과 서양
음악세력 사이의 제스처의 중첩을 이루어내는 것이 다. 음고와 제스처의 내용이 이

런 식으로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악기들의 음색차는 끝내 화해되지
않은 상태로 푸렷이 남아 있게 된다(확장된 테크닉을 쓴 경우에도 뜯는이는 하프
와 비와， 현과 샤쿠하치의 소리를 혼동하는 법이 없다). 다시말해， 하프와 타악기

가 음고와 제스처의 연계를 통해 비와의 소리를 잔잔하게 ‘반영’ 하고 있음에도 서
양 오케스트라는 나름의 음색의 자융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비와와 샤쿠하치의 전

통 연주관행 또한 서양 오케스트라의 틈업에 의해 허물어지지 않고 유지된다. 오

히려 이런 대치관계로 인해 두 악기의 양식차는 부각된다. 오타케의 말처럼 , “해결
될 수 없을 것만 같은 갈등을 의도적으로 조성함A료써 다케미쓰는 서양과 일본의

소리를 의식적으로 공평하게， 그러나 차별성 있게 다루는 것이다" 18
이에 비해 〈가을〉에서 다케미쓰는 집합적

거울을 만들어 보겠다는 관심에서

서양 및 일본의 음악자원의 동질화를 시도한다. 시간과정도 유동적이 되어， 펄스
지향의 패시지와 ‘마’ 가 규정하는 패시지를 대렵시키며 엮어나간다. 샤쿠하치와
비와는 악기 택스처의 집합 속에 홉수되어， 대위법적 진행(예컨대 모티프의 교환)
과 ‘틀짜기’ 페달포인트를 통해 특정 서양 악기들과 대화를 나눈다 서양 악기들
은 샤쿠하치의 음색과 시김새 특성을， 샤쿠하치와 비와는 전후(戰後) 유럽 음향자
원의 모난 불협화를 흉내내므로， 악기들의 역할은 저마다가 연상시키는 역사적 및
양식적 관행과 진보적으로 결별하게 된다. 그 결과는 제각기 다른 양식척 함의를
지닌 개개 제스처들이 집합적
lSOhtake,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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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뜨리는 거울에 홉수되는 것이다.
<11 월 단모노〉에 관한 코멘트(영문 〈그림 1b>)

서양과 일본의 요소를 섞어 보겠다는 단순한 결심에서가 아니라 직관으로 말해，
나는 이러한 모순에 맞서고， 심지어 이 모순을 강조하기로 했다

서양음악이

일본 전통음악을 채용하기는 아주 쉽다. 둘을 섞지도 어렵지 않다. 나는 이런 것들
에는 흥미가 없다. (Takemitsu, Confronting Silencκ

p.93)

일본인언 나에게 서양은 하냐의 커다란 거울이다. 그 거울에서 반사된 강한 빛

은 다른 문화의 빛을 압도한다. 그러나 일본 전통을 알게 된 뒤로 아주 자연스럽게
나는 다른 거울들의 굴절된 빛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일본의 문화는 이 다른 거
울들의 영 향을 반영 한다. (Takemitsu, Coηifronting

Silence , p. 92)

나에게 야것은 ‘발견’ 이라 해도 좋겠다. 비서구 음악의 거울이 거대한 서양의
거울과 근본적으로 다른 논리에 터잡고 있다는 이 사실은. 다채롭게 반사하는 파
면들〔그러니까， 서양의 거울의 붕괴로 인한〕의 복잡한 상(像)에서 나오는 산란광
속에 나 자신을 위치시킴으로써 나의 청각척 상상력을 더 훈련하고 새롭게 하는
것 이 나의 바람이다. (Takemitsu, Mirrors , p.

47)

드뷔시의 음악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물론 공부는 내 식으로 했지만 나는 드뷔

시를 나의 큰 스승으로 여긴다). 드뷔시 음악은 여러 가지로 다르재 분석할 수 있
지만， 그의 가장 위대한 공헌은 색과 빛과 그림자를 강조하는 그만의 독특한 관현
악 서법이다

물론 그는 나와는 다른 감수성을 가진 유럽인이지만. 그는 일본

과 서구에서 다 배웠고. 그의 분할되지 않는 이중성 (indivi-duality )은 독특한 감
각의 관현악을 창출해 냈다. 그리고 이것을 나는 그에게서 배웠다. (Takemi언u，

Confronting Silence , p. 110)
<11 월 단모노〉라는 제목부터가 ‘단모노’ 를 말한다. 문자 그대로 옮기면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것’ 이라는 돗의 단모노는 노(能)나 부가쿠처럼 여러 장으로 이루
어진 악곡이다 .11 월이라는 말이 암시하듯 작품은 열한 개의， 분리하기 애매모호
한 도막으로 나누인다. (Ohtake, p.

57)

<11 월 단모노〉는 일본과 서양의 만남을 보는 다케미쓰의 관점의 결정체이다. 이

작품으로 다케미쓰는 작곡가로서 개인적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뉴욕 필하모닉

125주년 기엽 위촉작품。 171 도 한 <11 월 단모노〉의 뉴욕필 첫 리허설에서 다케미쓰
는 열심히 작품을 설명했다. 지휘를 맡은 오자와 셰이지의 노력도 헛되이 , 단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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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주가 내키지 않음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두 명의 일본 악사(쓰루타 긴시와

요코야마 가쓰라)가 연주를 시작하자 단원들은 차츰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작
품이 끝나자 모두들 “브라보!"를 외쳤다. 1967년 11 월 초연에서 <11 월 단모노〉는
코플랜드， 펜데레츠키， 레너드 번스타인 같은 내로라 동}는 음악가들에게 깊은 인

상을 섬어주였다. 다케미쓰에게 이 날의 갈채는， 소리가 정말로 생명을 갖고 있다
면 국척에 무관하게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의 신념을 증명해 주
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Ohtake, pp.

56-57)

<11 월 단모노〉와 〈초록 (Green)) (1 967) 을 쓰러 들어간 산장에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 전주곡〉과 〈놀이〉 악보를 들고 간 것은 의미심장하다. 전통 관현악 서법의
〈초록〉은 일본악기와 서양음악을 한데놓는 다케미쓰 신(新)양식의 선구적 작품인
<11 월 단모노〉와 반대변에 놓인 균형추이다. 전통 판현악 서법에 드뷔시의 양식을

가미한 〈초록〉은 다케미쓰가 서구의 거울을 만지면서 자기 나름의 손길을 잃지 않
을 수 있게 해주었다. (Ohtake,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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