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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or the Japanese whom I know there seem to be two separate worlds. 
One small set of people participates in Japanese traditional music, and 

the rest in Western music - classical or some other. Structurally, a paradigm 
of separation is in place. In this paper I want first to trace briefly how that 
came to be and then to speak to two trends in contemporary music that 
appear to be drawing the two worlds closer. Then I want to theorize a 
process by which musical values change in Japan and, finally, to offer one 
additional perspective on the negotiation of Japanese music into the future. 

Changing musical values: A paradigm of separation and a rhetorical 
paradigm of difference 

When the government of Japan in the mid~ 19th century faced the reality 
that new relations would have to be constructed with the outside world, it 
had the responsibility of negotiating the future of their country and their 
culture. The means by which the Meiji era (1868-1912) leaders chose to do 
that were complex and multi~faceted. The process, as we all know, has been 
categorized as "modernization." One extremely important step was to 
institute a compulsory public education system. Music was part of the 
primary school curriculum from the outset. Music was taught - not for any 
musical reason - but because it was "simply part and parcel of the Wes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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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system and therefore necessary" (May 1963: 49). 
One individual in particular, Izawa Shuuji (1851-1917), was the architect 

of the plan for music education. The son of a samurai, Izawa was employ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erving as principal of a teacher training 
school. In 1875 he was sent to the United States to observe teacher training 
and to study. For music study he worked with Luther Whiting Mason (1828-
96), who was director of music in the Boston primary schools. Significantly, 
his association with Mason became one of exchange of music lessons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because Mason was interested in learning 
about the music of Japan. And significantly, the plan that Izawa submitted 
on October 30, 1879 to the Minister of Education for making "the selection 
of apt music" to be taught in schools concluded with the recommendation 
that both musics be studied - both Japanese and Western music. 

Permit me, please, to read the part of the text of that plan that puts 
forward the rationale for Izawa's recommendation. First, he presented 
different opinions, i.e., different options. The old Orientalist point of view -
that view which puts Western music at the top of a comparative pinnacle -
permeates the text. 

Let me take the liberty ... of briefly stating the prevailing opinions as to the 
matter [of selecting the apt musicl, which can be summed up essentially into three, 

The first says that, as music is the chief means which excites and stimulates our 
emotions, and as human passions are naturally expressed by musical tones, the 
same music might be universally used by all mankind, in spite of the differences of 
country or of race; and that European music has almost reached perfection by 

means of the contemplations and experience of the last thousand years, since the 
time of the Greek sage, Pythagoras, and it surpasses very greatly oriental music in 
perfection and beauty. It will, therefore, be far better to adopt European music in 
our schools than to undertake the awkward task of improving the imperfect 
oriental music. 

The second says there are in every country and nation their own languages, 
customs, and usages, which being the natural outgrowth of the character of the 
people and the conditions of the land cannot be changed by human efforts .... We 
have never heard of any country in which the native music has been entirely 
supplanted by foreign music, and consequently to introduce European music ,into 
our country must, at least, be as useless an attempt as to adopt English as our 
language; therefore it will be a far wiser plan to take measures toward the 
cultivation and improvement of our own music. 

The third says that the two former opinions are not entirely unreasonable, but 
they seem to run to the two opposite extremities of the matter, and hence, takin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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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course, the proper measure would be to secure the best from both European 
and oriental music ... If, fearing the difficulties, we do not presently undertake the 
work, when shall we see musical progress in Japan? (cited in May 1963: 52-53) 

The third option was adopted. A Music Study Committee was formed to 
"secure the best" that would be provided to teachers in the form of 
songbooks. The American, Luther Whiting Mason, was employed to work 
with Japanese musicians. Please take note of who they were, because it is a 
clear statement of which musical traditions were considered "the best": a 
distinguished player of koto (a 13-stringed long zither), musicians of the 
Imperial gagaku ensemble, and a poet. The Committee assembled songs 
derived from gagaku or koto melodies, Western pieces with Japanese words, 
and also new songs with especially written texts. Japanese melodies were 
given Western harmonizations. 

Already by 1883, however, only four years after lzawa submitted his 
recommendation that both Western and Japanese musics be taught, foreign 
music had come to dominate: the third and last collection of primary school 
songs published by the Music Study Committee in that year contained 
mainly foreign pieces. Thus, the means were in place by which Japanese 
children would be and still are enculturated into the Western musical 
system. For 120 years children have absorbed diatonic scales, the Western 
intonation system, ideas about structure, and harmonic hearing. As Fujiie 
Keiko iji*r~:L a leading composer, expressed it to me: "I learned the 
Western well-tempered scale and it will always be with me" (p.c. March 25, 
1999). We can learn yet again from the Japanese case what has been 
demonstrated time and again: what is instiUed in children is of primary 
importance. Through this the future is likely to be negotiated. 

From the Meiji period forward in Japan the scenario was one that is no 
doubt familiar to most of you who have gathered here in Seoul for this 
conference, because it entailed a process that many peoples in the world 
have experienced. A considerable epistemological shift was required - or 
"changing values in music/' to put it in the terms of the themes of this 
conference. The idea had to be endorsed that music should be notated, and 
that music should be transmitted not just within specialized groups but in a 
wholescale, democratic manner, by systematic instruction in that newly 
formed educational system. An entirely different aesthetic sense had to be 
absorbed, by means of familiarization with imported repertoire. Players had 
to be trained to perform the imported repertoire and instruments had to be 
either imported or manufactured for those players. Appropriate contexts for 
performances had to be created and audiences had to be attracted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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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ted to listen to the imported repertoire. In other words, an entirely new 
infrastructure had to be developed to support the dissemination and 
inculcation of the new musical values. 

A natural result of the epistemological shift was that some musicians who 
were enculturated into the new values would want to write new music 
according to them. As a number of Japanese scholars have pointed out, the 
Western idea of the specialist composer (as opposed to performer
composer) was embraced, along with changing ideas about what constitutes 
musical creativity. Those composers set about negotiating the future of 
music in Japan, whatever that would be. That brings us to the present 
situation. 

120 years after the systematic introduction of Western music into Japan 
began, the love and knowledge of Western music in Japan is absolutely 
profound, so much so that most people with whom I have spoken about 
Western classical music unconsciously refer to it by using one of two words 
"kurasiku 'J =j :/ 'J" [classic], or - more significantly - "ongaku 'tif~," a 
generic word for music in the Japanese language. Music from "the West" is 
their music aesthetically and experientially; it is more meaningful in the 
lives of most contemporary Japanese than their indigenous musical 
traditions are - by far. Significantly, I do not find that many people outside 
of professional musical circles with whom I have spoken have much 
problem with that. The origin of the music does not weigh heavily in their 
minds. Beethoven is just Beethoven; Mozart is just Mozart, Debussy is 
Debussy and so forth. It does weigh heavily in the minds of some 
composers, however, and I shall return to this point later. 

Unlike the seeming impossibility of European music entirely supplanting 
"native music" (as expressed in Izawa's report), we can see that now, at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traditional music (hoogaku 4'~~) is exotic 
music for most Japanese. Musicologist Kishibe Shigeo W: ill~:$ suggests 
that there is now a sense of urgency about this. He remarked: "For the 
restoration, and reconfirmation of hoogaku, recently both government and 
non-government are quite active." "Why?" I asked him. "It has been a long 
time since the Meiji," he responded. "The Japanese have been enthusiasts 
only about Western music. Recently, w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Japanese music" (Apri122, 1999). 

There it is: In addition to the structural paradigm of separation, a 
rhetorical paradigm of difference is ever so frequently enunciated. At every 
tum in discourse on the arts in Japan, the story of wayo/seiyo fD~:¥:/g§i:¥: 
recurs: Japanese style/Western style - domestic and fore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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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trends in contemporary composition 

Two trends in composition of contemporary music cause me to question 
whether the paradigms of separation and difference will remain in place in 
the sphere of musical creativity in Japan. One is creative activity on the part 
of composers and performers from the hoogaku world that is resulting in 
great expansion of the repertoire for traditional instruments. The second 
trend is a flurry of writing on the part of composers educated with "post
Meiji values" (i.e., Western values) who are incorporating traditional 
Japanese musical instruments in their works. Both trends are lavishing 
attention on two genres in particular and I shall focus today on them: 
gagaku, the ancient court ensemble, and okoto ;f;;~. I shall consider how 
composers from within the traditional music sphere and the Western music 
sphere negotiate among factors in seemingly dichotomous pairs of values: 
with respect to koto music especially, the values of "individual and group," 
and with respect to gagaku especially, the values of "domestic and foreign," 
of "historical and contemporary." 

From the hoogaku world: Expansion of repertoire for traditional instruments 
The modernizing aims and spirit that prevailed in Meiji period Japan 

were felt of course by specialists in traditional music. Just as the public 
school system was modernizing music by Westernizing, performers in the 
hoogaku sphere had to turn to Westernization if they were going to keep 
their traditions vital in the modernization movement. By no means all 
performers in the hoogaku world wanted to do that; thanks to the 
conservatism of a number of musicians, a good deal of historical music has 
been preserved. Both spirits are needed for an art to remain vital. 

One exceptional individual in particular, Miyagi Michio §tJJXitUi (1894-
1956), devoted his career to "modernizing" koto music through the first half 
of this century. I think that Miyagi's motivation resulted from a combination 
of factors - his particular life and musical history, his personality, his 
creative artistry as well as the cultural politics of the time. He wrote 
compositions that fused traditional koto music and Western music - pieces 
in Western modes and meters for instance, and experiments with Western 
musical structures. Miyagi even "invented" a modernized koto - a large 17-
stringed instrument modelled after the idea of multiple sizes of Western 
bowed lutes, a "bass koto" that increased the potential pitch range of new 
com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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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1] An excerpt from Miyagi Michio, <*lJ)i¥> (1929) 

Miyagi's modernization movement resulted, then, in composition that 
followed Izawa Shuuji's ideal- new music that took from both Japanese 
and Western music. That was certainly a changing musical value in the koto 
world. By the time he died, Miyagi was a musical star and a cultural hero; 
his music was dubbed "shin Nihon ongaku fIT B *:g.~" [new Japanese 
music]. To reach that status his efforts at modernization had to be accepted 
in both the world of koto and beyond it. I want to consider that for just a 
moment. 

To succeed in the national music scene Miyagi followed several paths -
among them, these. He concertized on kato with performers of Western 
music. He obtained support from significant individual leaders such as 
musicologist Tanabe Hisao E8 mfiditt (1883-1984). He maintained ties 
simultaneously with the traditional music world and with the Tokyo 
College of Music (now the Tokyo University of Fine Arts), the leading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in music. 

On the hoagaku side, Miyagi as an individual innovator had to be accepted 
in a world that is organized into groups. There are two primary 
subdivisions within the kota world: most people study either within the 
Ikuta ryuu 1:.1B?At or the Yamada ryuu ill E8~At - "schools" of koto music. 
Further, there are several sub-groups (ryuuha ?1iUilt) within each of those two 
major ryuu. Groups distinguish themselves from each other in several ways 
~ primarily by repertoire. Almost all kato groups share a canon, a set of 
"classical pieces" (kotcn kyoku -dJ-~HH), but a number of groups have their 
own composers, and students learn to perform their pieces. The style of 
notation varies among the groups as well; there is no common notational 
system for all of koto music. So influential was Miyagi Michio that a new 
Ikuta ryuuha formed around him, focused of course on his compositions 
which were notated in Miyagi style. 

With that bit of contextualization, one can understand the significance of 
this: Miyagi's compositions have been accepted into the repertoire of other 
branches of the Ikuta ryuH. One perspective on this I gained from 
Nakashima Yasuko ~tl &l;tr~-r, head (icrnoto '~:il;) of the Seiha lElilt sub-group 
of the Ikuta ryuu. When I asked Nakashima-sarna what changes she had 
seen in the koto world through her lifetime, she responded with what her 
father, Nakashima Utashito (1896-1979), had told her. In the early 20th 
century, he had said, the various subgroups of koto players were more 
independent, not ralated to each other, more focused internally. Considering 
the internal focus of groups not good for koto, he advocated for koto music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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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shared among groups. Her father was an influential individual in the koto 
world, she said, and thus she and also musicians in other branches of Ikuta 
learned compositions by the modernizing composer Miyagi Michio. Miyagi, 
the individual performer-composer, was thus supported within the world of 
koto groups. The repertoire of koto music was thereby expanded greatly. "So 
nowadays," she said, "we can play classic, and modern music, Western 
music maybe on koto" (p.c. May 14, 1999). 

Another especially significant performer-composer has recently emerged 
in the hoogaku world - a musician of gagaku - a tradition that had gone 
into a state of preservation. That individual is Shiba Sukeyasu Z:~Iti~. 
Retired from the Imperial Household ensemble, Shiba is without question 
the most important teacher of traditional gagaku beyond the Imperial 
Household. But he is also composing. 

[Ex. 2] An excerpt from Shiba Sukeyasu, <mi±"~1li> (1980), No.5 "fJ, f) f#1fJ* c ~ 

In hoogaku we see another changing musical value, a change in way of 
thinking that is a force in expansion of repertoire for traditional instruments. 
Wanting to pursue perspective on "composer-persons," I asked Nakashima
sarna about composers in the Seiha ryuuha. "My father composed," she said, 
"and so do 1. And my husband, Yuize Shinichi nlt!l1::1!1--." When I asked her 
if students in other ryuuha learn her compositions, she laughed and said 
"No." "Do other ryuuha learn your husband's compositions?" "Yes," she 
said, "probably because he is a composer." Ah! He is A COMPOSER. 

In the hoogaku world the idea of a COMPOSER PERSON who functions as 
a composer apart from performing is slowly taking root. Performer
composers formed a league that puts their compositional persona on the 
table: the Gendai Hoogaku Sakkyokka Renmei :mfUB~HFHtI*:i!.m [The 
Contemporary Hoogaku Composers' League]. The new music that Yuize 
Shinichi and his hoogaku colleagues compose is categOrized as gendai hoogaku 
- "present-day music for traditional instruments." Musically, it is not what 
composers in the Western world think of as "contemporary music." 
Takemitsu Tooru's ii\;iRlililt music for traditional instruments would not be 
categorized in Japan as gendai hoogaku, for example. Along the lines of the 
rhetorical paradigm of difference, Takemitsu's music is categorized as gendai 
ongaku. 

[Ex. 3] An excerpt from gendai hoogaku for koto, <Ji.1rn O)n>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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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hoogaku world, two other factors are contributing hugely to this 
trend of expansion in the repertoire for traditional instruments. One is 
further modernization of instruments and the other is an initiative on the 
part of performers (apart from performer-composers). Again, the koto comes 
to the fore. In the 1960's Nosaka Keiko !l!fl&,! T-, considered by many to be 
Japan's top koto player, worked with contemporary composer Miki Minoru 
:=:=-*f,! to create another new koto: a 20-stringed koto (now 25 strings) that 
retains the sound and the look of the traditional 13-stringed instrument, but 
permits the flexibility in pitch selection and range, in tunings, in dynamics 
for example, that contemporary music demands. Over 30 years after the 
creation of that instrument, it is now clear that in its 20-stringed and 25-
stringed forms, it has entered the instrumentarium of Japanese music to 
stay. 

Professional performers on modernized kolos, all of whom have emerged 
from the traditional world of koto thus far (as far as I am aware), are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the expansion of the repertoire: for annual recitals they 
are commissioning new pieces from composers of contemporary music 
(gendai ongaku) in a variety of styles. 

[Ex. 4] An excerpt from a piece for 25-stringed koto, <'I't~rr> (1999) 

Let us think for a moment about the effect that the creative activity on the 
part of performer-composers, composers and performers from the hoogaku 
world is having on the paradigms of difference and separation. So 
successfully are composers writing pieces that bridge East and West that to 
analyze them by the expectations of wayo/seiyo seems to miss the point. 
Likewise, when performers of traditional instruments work cooperatively 
with composers in "the Western music world," the separation in musical 
activity ceases to exist. 

My final example of the expansion of repertoire for traditional 
instruments from the hoogaku world opens a path for the complete collapse 
of both the paradigm of difference and the paradigm of separation. When 
youthful popular culture becomes engaged with a venerable "core of 
traditional culture," the future of Japanese music is truly open for 
negotiation. Meet, please, Togi Hideki *;flJ%1llt of the venerable Togi family 
of hichiriki .~ players. Retiring from the Imperial Household in 1996 after 
only ten years, Togi Hideki set out on a career as a free-lance gagaku player 
and composer. The world of popular music he is taking by storm; a visit to 
any record store in Tokyo will confirm the star status he is achieving. His 
music is the introduction to hundreds of thousands, if not millions of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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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ese to "gagaku" - indeed, to any traditional Japanese culture 
whatsoever. I cannot resist sharing with you this description of his music 
from Nipponia, a glossy quarterly magazine which introduces Japan of today 
to people all over the world: 

Togi's original compositions combine the sho * and the hichiriki - traditional 
wind instruments of gagaku - with the piano and synthesizer. His music is serene 
and enjoyable to listen to. But at the same time, it is filled with a mysterious power 
that evokes images of the edges of outer space and of nature on a grand scale. It is 
new, but there is something in it that reminds us of the past. (Nipponia 1998: Cover 
interview) 

Togi said in an interview for the magazine: "I just make music that feels 
good to me. I'm not particularly concerned with the question of genres, of 
gagaku versus Western music. Still, even when I create new music I am 
always aware of gagaku's special place in my heart. To me, gagaku itself is the 
perfect form of artistic expression" (ibid.). 

[Ex. 5] An excerpt from Toki Hideki, <~ C :Itt!. C '1' C > (2000) 

I shall return to the subject of performers of traditional instruments 
commissioning pieces from composers in the "Western music" world, but 
now let's consider the second trend in recent composition. 

Contemporary music for traditional instruments: From the "Western music world" 
There is currently a flurry of writing on the part of composers educated 

with post-Meiji values who are incorporating traditional Japanese musical 
instruments. Please understand that from the Meiji period forward, 
Japanese composers have been incorporating traditional materials in 
compositions that are otherwise syntactically Western - a melody from folk 
music, or imitations of instrumental patterns or reference to the melodic 
mode of one genre or another, for example. Sometimes the resulting music 
was and is rhetorically Japanese, asserting nationalism in the period of 
colonialism and wars or asserting distinctive identity in the face of 
increasing internationalism of Japanese culture. Very often, however, the 
incorporation of Japanese elements was and is not rhetorically Japanese; it is 
simply part of "music." 

Among composers there now seems to be a trend to invoke tradition: 
specifically to write contemporary music for traditional instruments. The 
idea of doing this is not so new: composer Miki Minoru especially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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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ng it in the 1960s through an important ensemble, the Pro Music 
Nipponica. Others such as Takemitsu Tooru followed. But now it is not 
exceptional: it seems to be "something one does." The explanation for this is 
complex, multi-faceted and I can only skim the surface in this talk. 

I put first and foremost, the patronage of the National Theatre of Japan. In 
publications since its founding in 1966 the National Theatre proclaims two 
aims: the preservation, and the promotion of the traditional performing arts 
of the nation. Here is their statement of the means by which they are 
carrying out those aims: 

In concerts of traditional music, especially of the genres gagaku [court music], 
shoomyoo §qlj [Buddhist chant], the traditional musics of the Edo period (17th to 
19th centuries), and the folk performing arts, efforts have been made to maintain 
and preserve the classic tradition as it exists, but at the same time to bring back to 
.li.fu interesting yet forgotten pieces, and expand the traditional repertoire. In 
addition to these reconstructed performances of classical works, new works have 
been commissioned and performed in ways that are based on the traditional 
production styles and performance techniques, and this has proven to be an 
important factor in bringing a neW vitality to those involved in the transmission of 

the traditional forms (Japan Arts Council 2000: iii; underlining mine). 

The National Theatre is thus fostering simultaneously both the traditional 
performing arts and creative artists. 

As of March 2000, a total of ninety-four new pieces commissioned by the 
National Theatre had been premiered in concerts (ibid.: ii). They are scored 
for Western instruments, Japanese instruments, and reconstructed ancient 
instruments from various parts of Asia. Now the scores of the 
commissioned pieces are being published, along with a CD recording of the 
premier performance of each. 

Note, please, that gagaku is being featured specifically and prominently in 
the National Theatre projects. But I can tell you that just in general there are 
many new compositions that draw on gagaku as a source in one way or 
another. I have sought to understand the attention to gagaku through 
discussion with composers, performers, and scholars. 

Again, a significant individual comes to the fore: Kido Toshiro, who was 
until his recent retirement Director of the National Theatre. Composer 
Takahashi Yuji and others immediately credited Kido Toshiro with the 
impetus. The prominent shoo player Miyata Mayumi did as well: "There 
was a movement in the National Theatre. They just started to commission 
new pieces for gagaku. It started in 1971-72. In 1978-79-80 they started to d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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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ually, even 2-3 times." I asked: "Why did they do that?" Her response 
came quickly: "Kido-san. He was the most important person. Because of 
him" (p.c. June 5, 2000). 

So I talked with Kido Toshiro. Kido stated his primary interest in gagaku 
to be the instruments as instruments. He is deeply interested in musical 
instruments. A second major project of the National Theatre under his 
direction was the reconstruction of instruments from the 8th-century 
collection in the Shoosoo-in lE~~Jt, the Imperial Storehouse at the Toodai-ji 
.!RAe;¥: in Nara. 

Kido explained that he commissioned new compositions for gagaku 
instruments because of their sounds. He wanted composers to use the 
hidden parts of the instrument rather than the usual gagaku sound. When 
players are preparing the instruments for performance - warming the shoo, 
for instance, and moistening the reed of the hichiriki - such beautiful 
sounds are made. But when they are played in the "old music, there are so 
many rules. You can't do this, you can't do that. For example, in ryuuteki ft 
ffi. You have to playa certain way; flutter-tonguing is not permitted." That 
was expressly why Karlheinz Stockhausen was given a commission. Kido 
met Stockhausen when the composer's pieces were featured at the German 
pavilion of the World Exposition in Osaka in 1970. Kido said about 
Stockhausen: "He started the idea of all these elements when you compose 
- not only volume and pitch, but quality of sound, tone color - all these 
elements included in serialism .... I asked Stockhausen to compose Lichl
Hikari-Light. He analyzed the abilities of gagaku instruments. It was his idea. 
Stockhausen's" (p.c. May 27, 2000). 

Stockhausen's serial composition completely removed the music and the 
sounds of the gagaku instruments from traditional performance style. There 
is consensus among composers and performers with whom I have spoken 
that his complete decontextualization of the gagaku instruments really 
opened up gagaku for everyone. 

Pursuing the matter of one individual person's having been so influential 
in the sphere of contemporary composition in Japan, I asked Kido Toshiro 
who had chosen others of the composers to receive commissions from the 
National Theatre, expecting it to have been a committee. "I did," he 
responded unequivocably. So I asked: "How did you choose Japanese 
composers to write for gagaku?" "They were composers of contemporary 
music (gendai ongaku)," he responded, "Takemitsu Tooru, Ishii MakiEjt~, 
Ichiyanagi Toshi --lgpl{, Kondo Joo, for instance." "Were they particularly 
interested in composing for gagaku, or did you just like their music and ask 
them?" I asked. He stated: "It was not necessary that they were interest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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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gaku, but I picked them and that made them change their composing." Ah 
- the power of a well-placed person! 

The sounds of the instruments have attracted other Japanese composers 
to write for the gagaku instruments. Tomita Isao, a contemporary composer 
perhaps best known for his use of synthesizer, explained: "I am very 
interested in them because - for example, shoo and hichiriki have very wide 
range of pitch nuance (not Western musical pitch, sometimes lower, 
sometimes higher. Those instruments are more deeply expressive" (p.c. 
April 22, 1999). 

Fujiie Keiko, whose initial composition for a gagaku instrument came not 
from the National Theatre but from a producer in Kyoto, wrote first for shoo, 
and I asked her why the shoo. "Shoo is simple. You can't change the pitch. So 
limited. For a long time in traditional music they played either aitake tttt 
[tone clusters] or single pitches. But the SOUND is special. As soon as 
people listen to the shoo sound, they get a special atmosphere. For me it was 
an entrance to approach the gagaku world" (p.c. June 4, 2000). Fujiie Keiko 
expressed another attraction to gagaku that surprised me, and she makes a 
good point. "The Edo period is a very great distance away. There is no way 
to approach it. But gagaku is somehow closer. It came from so many places 
- Korea, China, India, etc. In ancient time, there was more contact with 
foreign people [like Japan is now]." Then she spoke about musical 
characteristics: "Pitch, for instance. It has certain pitch, whereas Edo music 
does not - the pitch always followed the human voice. Also gagaku has this 
idea of ensemble." I asked Fujiie about the structure of gagaku compositions, 
to which she replied: "Gagaku in the Heian period and now are so different, 
that I don't know how to answer that. In the first half of the Heian period, 
there was so much improvisation" (p.c. June 4, 2000). 

For a composer who is interested in history, the challenge of writing for 
gagaku ensemble provides an opportunity for serious study. As a result of 
the commission from the National Theatre, Fujiie Keiko has undertaken that 
and is bringing historical knowledge to her new compositions. For instance, 
while the National Theatre wanted more musicians as well as the gagaku 
percussion instruments in her piece, she had learned that the 
instrumentation in the Heian period was flexible, and that in Heian the 
percussion was used only for ritual situations. She held her own and in "Ten 
no yoo na chi, soshite chi no yoo na ten * O);fttJJtI!.. -t' L. -C j:tI!. 0) f: tJ: :;R" 

Fujiie wrote for only one so no koto ~O)¥ (soloist), one biwa j"E~, three 
shoos, one hichiriki, and one ryuuteki. "The score was very simple," she said, 
"and players improvised, sharing consensus of the idea of beauty" (p.c. 
June 4, 2000). 



Negotiating the Future 13 

[Ex. 6] A video excerpt from the premiere performance of Fujiie Keiko, <JI;l7)ittJ: 

:i1p.. --t L -Ctt!!l7)ittJ:JI;> (2000) 

A reason for the attraction to the gagaku ensemble that was not brought 
up by any Japanese composer, but that I would like to suggest is that the 
size of the ensemble resonates with the large size of the most prestigious of 
Western classical ensembles, the orchestra. Composing for orchestra is the 
real test of aspiring contemporary composers in both the West and in Japan, 
if only in the early stages of their careers. The size and variety of 
instrumentation of the gagaku ensemble meets those criteria of Western 
valuation. Accordingly, I was not surprised to realize that several 
contemporary compositions including Takemitsu Tooru's "In an Autumn 
Garden" (1973) call for an ensemble larger than usual. The shoo player 
Miyata Mayumi called my attention to this when she remarked: "A big 
ensemble of 38-40 people was needed for the Takemitsu piece, and others. 
The Imperial musicians are a small group - 25. So new players had to be 
found" (p.c. June 5, 2000). 

It is a logical step, then, when Japanese composers write for gagaku 
instruments and orchestra. Here is another way in which a recent trend in 
composition is breaking down the paradigm of separation. It is no longer 
unusual for composers to combine Western and Japanese instruments of 
various sorts in their new works. Therefore performers of ongaku and 
hoogaku are working together. 

[Ex. 7] An excerpt from <~!I!t>, Part 2, "j[. IfH~t~ ," (1988) 

Theorizing a process by which musical values change in Japan 

Through a statement published with the scores of the compositions 
commissioned by the National Theatre, I would like now to spend a few 
minutes theorizing a process by which Japanese change their values. The 
statement provides us with an example of the rhetorical discourse about 
wayolseiyo. Positive results of the efforts of the National Theatre are being 
enumerated in an essay, and we come to this: 

The concerts have made it possible for composers of Wilitern music to become 
familiar with and interested in traditional Japanese music instruments and vocal 
styles. Many new works for traditional instruments and voice have been written by 
composers throughout the country since the efforts of the National Theatre began" 
(Motegi 2000: 48; underlining 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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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the composers are Japanese, the music they are writing is not 
Japanese: it is still thought of as Western. Regrettably, it seems to me that 
this implication places composers in contemporary Japan in a very 
uncomfortable position (that is not of their own making). 

Composer Hosokawa Toshio *111 J 111~x expressed this very discomfort in 
the program note of a CD of his compositions published in 1997: 

Some 120 years ago, the people of Japan met up with what is called "western 
civilization," a great culture previously unknown to us. That encounter, however, 
was something that originated from outside Japan, not in response to our own 
inner prompting. The people of Japan felt pressed to assimilate into "western 
civilization," with the result that we turned our backs on our own origins. The 
participation of the Japanese people in world culture by assimilating into "western 
civilization" ... has produced all sorts of psychological strains and moral dilemmas 
for us. 

As a Japanese living in the latter half of the 20th century, I am engaged in a 
search for a new music which is an adventure not in the spirit of assimilation. I am 
searching for a new form of spiritual culture and music of the Japanese people, 
which is at the same time true to my self and to my origins. 

Perhaps Hosokawa need not worry about that "spirit of assimilation." 
Rather than "Japanese people being assimilated into Western civilization," 
perhaps it is instead a process of Western civilization being assimilated into 
Japan, in Japanese ways. 

In her 1995 book, Discourses of the Vanishing, American anthropologist 
Marilyn Ivy presents in a nicely succinct manner her interpretation of the 
Japanese process for assimilating "the foreign" and I find it intriguing for 
considering music. 

The subject of late-twentieth-century Japan confounds the simplicities of world 
order, whether new or old. Crossing boundaries of race and region, of temporalities 
and territories established at the foundation of the modern world system, installed 
everywhere with its enormous reserves of capital, "Japan" appears ubiquitous, 
nomadic, transnational. Yet at the same time Japan seems to reinscribe the 
distinction ever more sharply between the "West" and itself.. .. Its economic 
expansiveness is parried by a national inwardness .... 

Japan assimilates, if not immigrants and American automobiles, then everything 
else, retaining the traditional. immutable core of culture while incorporating the 
shiny trapping of (post)modernity in a dizzying round of production, 
accumulation, and consumption.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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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reign must be transformed into a manageable sign of order, a 
transformation indicated most clearly by what, in Japan, is perhaps the dominant 
political concept of the past ten years: internationalization (kokusaika !f.l~{~). While 
internationalization elsewhere implies a cosmopolitan expansiveness (even while 
retaining the national frame), the Japanese-state-sponsored version tends toward 
the dOmestication of the foreign (p. 2) (underlining mine). 

Let me paraphrase that: 

Import "the foreign", 
but keep "the foreign" apart 

until "it" can be domesticated (i.e., Japanized) 
in order to preserve the traditional core 
(i.e., to preserve difference). 

As you all know well, there is historical precedent in Japan for the 
assimilation of foreign music. By the 8th century Asian music of various 
sorts had been introduced from the Tang court of China, with a good deal 
of interaction with Korea. Let's put that music into the Ivy model as "the 
foreign" that was imported, calling it "gagaku." Was "it" - i.e., was gagaku 
- kept apart? Indeed it was, in the world of the Imperial court and its 
ancillary institutions. 

Was it domesticated? Indeed it was. At court the functions and in some 
respects the music of the imported ensemble were gradually domesticated 
according to the tastes and activities of that cloistered sphere. Beyond the 
court, elements of the imported music were domesticated in far more 
radical ways. Individual instruments of the ensemble - especially the koto 
and the biwa - took on lives of their own. Indigenous musical forms, 
indigenous ideas about rhythm and melodic modes were the goods for 
musical traditions that gradually developed around those imported 
instruments through time. 

The Ivy model implies that the final stage of assimilation is reached when 
"the foreign" is so domesticated that it merges with "the traditional core" 
from which it was at first kept separate. This certainly happened with 
gagaku. In a UNESCO publication of 1953, the late musicologist Tanabe 
Hisao dubbed gagaku "a representation of the quintessence of Japanese 
music" (Tanabe and Masu 1953: 16). In National Theatre of Japan 
publications of this year (2000), Motegi Kiyoko Jl;* ~ IT .. also designated it 
part of "the essence of Japanese music" (Motegi 2000: 48). Gagaku's history is 
a remarkable enactment of the Japanese way of man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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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ization, if we take Ivy's analysis as a good perception. "The 
foreign" was domesticated, and assimilated, to the point that "it" became 
domestic. 

In music, that process may very well be being repeated, but with a 
different "foreign music." Put "Western music" into the Ivy model as "the 
foreign" that is imported, and ask the question "was it kept apart?" Think 
again about music education since the Meiji era. While Japanese music was 
included in the primary school curriculum for a while, it disappeared, with 
the result being that "music instruction" has meant "Western music 
instruction." Because of the mandate to modernize and because Western 
music would already have been enculcated in the lower schools, the 
repertory studied in middle and high schools, colleges and graduate schools 
has been almost exclusively Western. Thus, the "keep the foreign apart" 
segment of the Ivy model is at play: Western music has been kept apart 
from traditional music. As I have expressed it, the structural paradigm of 
separation characterized 20th-century Japanese musical life. 

"Preservation of the traditional core," as Ivy states it, has in effect been 
left to specialized groups of people. (Actually, Ivy calls it "the traditional, 
immutable core of culture" but I reject the idea of immutability.) Traditional 
music is now being taught in some music conservatories and other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such as teachers' training schools. However, 
the students who want to specialize in hoogaku will have had to get their 
earlier training through private instruction, and in their institution of higher 
learning, they will pursue an entirely separate curriculum from that of 
"music." 

Then the question remains: Is Western music being 
domesticated/Japanized? I propose the possibility that at a very fast pace a 
process of domestication has been occurring. The two trends in composition 
about which I have spoken are really only one - the intermingling of 
Western and Japanese music, no matter who is writing the pieces - and it 
seems to me to be an important part of that process of Japanization of 
Western music. 

I am personally of the opinion that Western music and musical values are 
so deeply assimilated and heartfelt now that "Western music" is no longer 
"foreign." New music that will be written by composers in Japan into the 
future will be absorbed into "the essence of Japanese music." If and when 
the rhetorical paradigm of difference - talking and thinking in terms of 
Japan and the West - is dismissed, the future of "Japanese music" is really 
open to negotiation through the musical creativity of its composers. 

In order for the rhetorical paradigm of difference to disappea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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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al separation of Western and traditional music has to decrease. 
According to the Ivy model of assimilation, that is a natural part of the 
Japanese process and indeed, we see signs of it happening. The two 
compositional trends I have discussed today are causing composers and 
performers in both the "Western music world" and the "hoogaku world" to 
meet with ever-greater frequency in ever-more numerous contexts with 
ever-more communication through music. And - probably most 
importantly - since 1970 there has been some movement in the Ministry of 
Education to join the two worlds in that very institution which cast them 
apart - the public school system. 

Conduding Remark 

To close, please permit me to make one more observation and then take 
one huge leap. The observation: That rhetorical discourse of "Japan and the 
West" overlooks the increasing internationalization of music globally. Like 
their co~leagues all over the world, Japanese composers are negotiating the 
future by drawing on multiple musical traditions for inspiration, ideas, and 
musical material. 

[Ex. 8] An excerpt from Yuize Shinichi, <il-~thb~EItJ ~ t~Alt "-Ji 11r~ IJ "> (1975) 

[Ex. 9] An excerpt from <~M!ll9ll~EItJ~::::--ilf "jtlT)iJ5."> (1992) 

The leap: Borrowing the term "funded" from American music 
philosopher Charles Seeger, and substituting the word "Western" with 
"international," I am personally going to try thinking about all 
compositions by Japanese composers as "Japanese music", lying somewhere 
along a continuum of stylistic and conceptual relativity, as follows: 

Japanese music 
"funded" from 

international 
source(s). 

Japanese music 
"funded" from 

traditional 
source(s). 

Perhaps this is a paradigm that would work for compositions by 
composers in other cultures as well. Please let me know what you 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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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면혈〉 

서 혼 

미래 얀들기 
얼온음악의 경유흘 풍섬으효 

보니 C. 훼이드(UC 버클리 . "1 SEM 회장) 

이혜영 옮김(메릴랜드대 박사 수료) 

내 가 아는 일본인들에게는 두 개의 별도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쪽 소 

수그룹은 일본 전통음악올， 나머지는 서양음악을 한다‘ 구조척으로， 분리의 

패러다임이 꼭 들어맞는다. 이 글에서 나는 먼저 어떻게 이러한 상황이 되었는지 

더듬어 보고 나서， 두 세계의 간격을 좁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현대음악 안의 두 

조류에 대해 얘기해 보겠다. 그리고 나서 일본 얀에서 음악적 가치가 변하는 과정 

을 이론화하고， 마지막으로 미래륜 향한 일본음악 만들기에 대한 나의 전망을- 덧 

붙이겠다. 

변화하는 옴악가치 : 훈리의 패러다임과， 차이외 수사척 패러다임 

19세기 중반 외부 세계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현실에 부딪치자 일본정 

부는 자기 나라， 자기 문화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책임을 떠안게 되었다. 메이지 

시대(1868~1912) 지도자들이 선태한 수단은 복잡하고 다면적이었다. 주지하다시 

피 아 과정은 ’근대화’ 라고 법주화되어 핫다. 아주 중요한 단계 하나가. 의무 공교 

육- 제도의 확립이었다， 처음부터 음악은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포함되었다. 음악은 

-음악적 이유에서가 아니라-“그저 서구 교육체계의 한 부분이고 따라서 필요하 

다”는 이유에서 가르쳤다(May 1963: 49). 

음악교육 계획은 이자와 슈지(伊j휠l쫓二. 1851 ~ 1917)라는 개인에 의해 셜계되 

었다. 사무라이 집안 출신의 이자와를 교육부는 사범학교 교장으로 영업했다. 

1875년 그는 교사 양성 과정 시찰과 연구를 위해 미국으로 파견되었다. 음악 연구 



20 

를 위해 그는 보스턴 초등학교들의 음악 장학관이던 루터 화이탱 메이슨 

(l828~96)과 함께 일했다. 메이슨 역시 일본 음악을 배우는 데 관심이 있어서， 이 

자와와 메이슨의 만남은 ‘동과 서’ 사이의 음악레슨 교류라는 의미깊은 사건이 되 

었다. 이자와가 1879년 10월 30일 일본 교육부에 제출한， 교육을 위해 “적합한 음 

악의 선정” 계획은 일본음악과 서양음악을 다 가르쳐야 한다는 권고로 끝맺었다. 

이자와의 계획서 가운데， 권고의 이론적 근거 부분을 읽어 보자. 맨먼저 이견， 

그러니까 다른 안(案)들올 소개했다. 낡은 오리엔탈리즘의 시각-서양음악을 비교 

음악이라는 피라미드의 정점에 두는-이 글에 두루 스며 있다. 

〔적함한 음악의 선정〕 문제에 대한 제의견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음악은 인간의 정서를 홍분시키고 자극하는 주요한 수단이고 인간의 감정은 

악음들로 자연스럽게 표현되므로， 국가나 인종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음악을 모 

든 인류가 의해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들은 유럽 음악은 고대 그리 

스 피타고라스 시기 이후 수천 년간의 숙고와 경험융 통해 거의 완벽에 도달했고， 완성 

도와 아름다움에서 동양의 음악을 매우 크게 능가한다고 한다 따라서 불완전한 동양 

의 음악을 개선하려는 어색한 과업을 수행하기 보다 유럽의 음악을 우리의 학교에 채용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라 한다. 

둘째， 나라와 민족마다 고유한 언어와 관습. 용례가 있고 이것들은 민족성과 지리척 

조건의 자연척 산물이므로 인간의 노력에 의해 변화될 수 없다고 보는 의견이다 따 

라서 모국의 음악이 외국 음악에 의해 완전히 대체된 예를 들어 본 적도 없거니와 유럽 

음악의 도엽은 기껏해야 영어를 우리 언어로 채용하려는 시도만큼이나 무용한 것이라 

고 한다 그러프로 우리 고유의 음악을 육성하고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훨 

씬 현명할 계획얼 것이라 한다， 

셋째， 위의 두 의견이 전적으로 불합리한 것은 아니지만‘ 반대의 두 극단으로 치닫 

는 것으로 보이므로 중;도를 택하자는 의 견이다. 곧 올바른 방향은 유럽과 동양의 음악 

둘 다에서 최선을 취하는 길이라 한다‘ ... 이뜰은 난관을 두려워하여 이 작업을 지금 
수행하지 않는다면 일본에서 언제 음악척 발전을 보게 되겠는가 묻는다(May 1963: 52-

53 재인용)‘ 

채택된 것은 세 번째 길이다. 음악연구위원회가 구성되고， 교사들에게 창가집 

형태로 제공할 ‘최선의 확보’ 가 추진되었다. 메이슨을 영업해 일본 음악가들과 함 

께 일하도록 했다 같이 일한 일본 음악인들이 누구였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러면 어떤 옴악전통이 ‘최선’ 으로 여겨졌는지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유명한 

고토 연주자 한 명， 황궁의 가가쿠 악사들， 그리고 시언 한 명이 그들이다. 위원회 

는 가가쿠와 고토 선율에서 온 노래들， 일본어 가사의 서양 노래들과 새로 지은 가 

사로 새로 지은 노래들을 모아 출판했다. 일본 선율에는 서양 화성올 붙였다. 

그런데 서양음악과 일본음악을 다 가르치자는 이자와 계획서가 제출된 지 겨우 

4년이 지난 1883년이면 이미 외국 음악이 우위를 떨치게 된다. 그 해 음악연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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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가 출판한 소학교 창가집 3집과 마지 막 4집은 주로 외국 곡들만 담고 있다. 이 

로써 일본 아이들이 서양 음악 체계로 문화화(enculturate)되는 길이 열렸고， 이 

상황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120년간 아이들은 온음계와 서양식 조율체계와 구 

조 개녕과 화성적으로 듣는 방법을 습득했다. 중견 작곡가 후지이에 게이코(購家 

漢子)는 나에게 이런 말윤 했다. “나는 서양 명균융 음계를 배웠고， 이 음계는 항 

상 나와 함께활 것이다 .. (1999. 3. 25 필자와 대화). 일본의 경우에서 또 하나 새삼 

스러운 교훈을 얻는다. 어린 시절 주입된 젓이 가장 중요하다는. 미래는 이를 통해 

만들어지므로. 

메이지 시대 이래 일본의 시나리오는 단 하나였는데， 그것은 여기 서울에 모인 

여러분 대부분에게도 낯설지 않올 것이다. 세계 많은 민족들이 경험해 온 과정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상당한 인식론적 전환-이 학술회의의 주제와 관련해서 말하 

자연 ‘변화하는 음악 가치’-이 요구되였다 음악은 악보로 기보되어야 하고， 소 

수 전문 집단 내에서뿐 아니라 새로 형성된 교육체계 내에서 값싸고 민주적인 방 

식으혹， 체계척 지도를 통해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 지지를 받았다. 수입 레퍼토 

리에 익숙해지는 과정을 통해 전혀 다른 미의식을 홉수해야 했다. 연주자들은 수 

입 레퍼토리 연주 훈련을 받고， 이들올 위해 악기를 수입하거나 제작해야 했다. 공 

연을 위한 적절한 맥락이 조성되고， 수업 레퍼토리를 듣기 원하는 청중을 끌어모 

아야 했다. 다시 말하자변， 새로운 음악적 가치의 전파와 이식을 위해 전혀 새로운 

하부구조가 개발되어야 했다. 

인식론척 전환의 당연한 결과로， 새로운 가치에 분화화된 일부 음악가플은 이 

가치에 업각한 새 음악을 쓰고 싶어했다， 많은 일본 학자들이 지척한 것처럼 서구 

식 전엽작곡가(연주가 겸 작곡가가 아니라) 개념， 그리고 그와 더불어 음악척 창 

의성의 구성요소에 대한 달라진 사고가 수용되었다. 이들 작곡가들이 일본음악의 

미래-그것이 어떠한 모습이든-만들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하여 오늘날 상황에 

이르렀다. 

서양음악의 체계적 도업이 시작된 지 120년이 흐른 지금， 일본에서 서양 음악에 

대한 애정과 지식은 매우 대단해서 , 서양 고전음악에 대해 나와 얘기를 나눠본 대 

부분의 사람들은무의식적으로그음악을 ‘구라시쿠( !7 '7 ν !7， 클래식)’냐， 더 의 

미심장하게는 음악의 통칭인 ‘온가쿠(뜰樂)’ 라고 한다. ‘서양’ 에서 온 음악이 미 

화적으로나 경험적으로 그들의 음악이 되어， 대부분 현대 일본인의 삶에서 고유 

음악전통보다 더 의미있다-지금까지는 그렇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얘기를 나눠 

본， 직업 음악 동아리 밖의 많은 사람들은 이 점에 그다지 개의치 않는다는 사실이 

다. 음악이 어디서 왔는가는 그들 생각에 그리 중요하지 않다. 베토벤은 베토벤일 

뿐이고， 모차르트는 모차르트， 드뷔시는 드뷔시일 뿐이다. 그렇지만 몇몇 작곡 

가들의 마음에는 이 점이 매우 심각하게 여겨지기도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 

에 다시 언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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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국의 음악’ 을 유럽 음악으로 완전히 대체하는(이자와 보고서의 표현)일이 불 

가능해 보여도.21세기를 시작하는 지금 전통음악 호가쿠(해樂)는 대부분의 일본 

인들에게 낯선 음악임을 알 수 있다. 음악학자 기시베 시게오(탤迎成雄)는 이제는 

이 점에 대해 일말의 위기의식이 있다고 한다. “호가쿠를 회복하고 확고히 하기 위 

해 최근 정부와 민간 모두 활발한 활동올 펴고 있다”는 것이다. 왜 그러냐고 묻자. 

그는 “메이지 시대 이후 오랫동안 일본인들은 서양음악에만 열광해 왔지만， 최근 

틀어 일본음악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고 했다(1999년 4월 22일). 

그렇다 분리의 구조적 패러다임에 더해， 차이의 수사적 패러다임이 전에없이 

자주 언급된다. 일본에서 예술에 관한 담론에서는 고비마다 와요(和洋)/세이요(西 

洋>. 얼본식/서양식， 국내/외국이라는 얘기가 되풀이해 나다난다. 

현대 작곡의 두정향 

현대음악 작곡의 두 경향은 분리와 차이의 패러다임이 일본에서 음악의 창의성 

의 영역에서도 작용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한쪽은 전통악기 레퍼토리의 

팔목할 확장을 불러온， 호기쿠계 출신의 작곡가와 연주가뜰에 의한 창작활동이다. 

다른 하나는 전통 일본악기를 작품에 사용하는 페이지 이후 가치’ (즉 서양의 가 

치)로 교육받은 작곡가 진영에서 쏟아져나오는 작품플이다‘ 두 진영 모두가 특히 

관심갖는 장르가 둘 있는데， 오늘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겠다. 가가쿠와 오코토 

(월筆)가 그것이다. 전통음악 진영과 서양음악 진영 작곡가들이， 양럽할 수 없어 

보이는 이항대럽쌍들 속의 여러 요인들 속에서 협상하는 모습을 살펴보겠다. 특히 

고토 음악의 경우 개인과 집단’ 의 가치 , 가가쿠의 경우는 ‘국내와 외국 ‘역 사와 

현대’ 라는 가치들을 살핀다 

호가쿠계 : 전통악기 레퍼 토리 의 확장 

메이지 시대 일본에 팽배했던 근대화의 목표와 정신은 물론 전통음악 전문가들 

에게도 감지되었다. 공교육 제도가 서구화를 통한 음악의 근대화였던 것과 꼭 마 

찬가지로， 호가쿠 진영 연주자들도 근대화 운동을 통해 자기네 전통의 생명력을 

지켜나가려면 서구화로 돌아서야 했다. 호가쿠 진영의 모든 연주자가 그러기를 원 

한 것은 결코 아니어서， 수많은 음악인들의 보수주의 덕핵에 상당량의 역사적 음 

악들이 보존되어 왔다. 예술이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쪽 모두의 정신이 

필요한것이다 

특히 예외척인 음악인이， 금세기 전반 고토 음악의 ‘근대화’에 몰두한 미야기 

미치오(宮城道雄. 1894~1956)이다. 그의 동기는 몇 가지 요인들의 복합에서 나왔 

다고 생각한다. 독특한 생애와 음악적 전력. 개성， 창의척 예술성은 물론 당대의 

문화정치학도 그 요인에 포함된다. 미야기논 전통 고토 음악과 서양음악을 융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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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풍들을 썼다. 예를 들어 서양 선법과 박자를 사용한 작품， 서양식 음악구조의 실 

험 따위이다. 심지어 다양한 사이즈의 서양 찰현 류트에 착안해 ‘베이스 고토’ 라 

는. 17현의 근대 고토를 ‘고안’ 해 신곡의 잠재적 옴역을 확대했다. 

〔보기 1) 미야기 미치오. <春η海)(1929)

미야기의 근대화 운동은 이어 이자와 슈지의 이상융 따른 작품들， 그러니까 일 

본과서양의 음악을다취한새 음악을낳았다. 이것은고토의 세계에서 확실히 음 

악적 가치의 변화였다 말년에 이르러서는 미야기는 음악 스타이자 문화 영웅이었 

다. 그의 음악은 ‘신일본음악’ 으로 불렸다. 이 경지에 이르기 위해 그의 근대화 노 

력은 고토의 셰계와 고토 밖의 세계 모두에서 수용되어야 했다. 이 점에 대해 잠시 

설명해보겠다. 

국내 음악계에서 성공하기 위해 미야기는 여러 경로률 밟았다. 몇 가지를 률자 

면 이렇다. 그는 서양음악 연주자들과 어울려 고토를 연주했다. 음악학자 다냐베 

히사오(m낄尙雄. 1883 ~ 1984) 같은 지도급 인사들의 후원도 얻었다. 전통음악계 

뿐 아니라. 고급 음악교육의 주도기관언 도쿄음악대학(현 도쿄예술대학)과도 동시 

에 유대관계를유지했다. 

여러 유 · 따로 나뉘어 있는 호가쿠의 세계에서도 그는 혁신척 개언으호 수용되 

어야 했다. 고토 세계에는 두 개의 큰 악파가 었다. 대부분은 이쿠타(生田)류 아니 

면 야마다(山田)류 가운데 하나에 속한다. 두 악파는 각각 더 세분화된 ‘유파’ 로 

나쉰다. 유 · 파는 몇 가지 점에서 다른 유 · 파와 구분되는데， 가장 주된 것은 레퍼 

토리이다. 거의 모든 고토 유 · 파는 일련의 고텐쿄쿠(古典曲)를 전범(典範)으로서 

공유하지만， 수많은 유 · 파에는 나름대로 작곡가뜰이 있고 문하생들은 그 곡플을 

배운다. 유 · 파마다 기보법도 달라， 고토 음악 모두에 적용되는 공통의 기보체계 

는 없다. 미야기 미치오의 영향력은 대단해， 이쿠타류 내 새로운 유파가 그를 중심 

으로 형성되었고， 이 유따는 물론 미야기 스타일로 기보된 그의 작품들을 중점적 

으로연주한다. 

이 정도 맥락만 알면 미야기의 작품들이 이쿠타류 내 다른 유파들의 레퍼토리로 

받아들여진 사실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이쿠타류 셰 

이하(正派)의 이에모토(家元)인 나카시마 야스코(中앓靖子)로부터 들을 수 있었 

다 일생에 걸쳐 고토 세계에서 어떤 변화들을 목격했는지 묻자 나카시마 사마는 

자기 아버지 나카시마 우타시토(1896 ~ 1979)가 해준 얘기로 답했다.20세기초 다 

양한 유파의 고토 연주자들은 지금보다 더 독립척이어서 서로 관계도 없고 유파중 

심적이었다는 것이다. 유파중심적 성향이 고토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그 

는 고토 음악을 유파끼리 공유하자고 주창했다 나카시마 사마에 따르면 아버지는 

고토 세계에서 영향력있는 인물이었기에 자기는 물론 이쿠타류 내 다른 유파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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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가들도 근대화 작곡가 미야기 미치오의 작품올 배웠다는 것이다. 개인 연주자 

겸 작곡가였던 미야기는 그렇게 해서 고토 유 · 파 내에서 지지를 얻게 되었다. 그 

럼으로써 고토 음악의 레퍼토리는 크게 확장되었다. “그래서 요츰은 고전뿐 아니 

라 현대음악이나 서양음악도 고토로 연주할 수 있게 되었다”고 나카시마는 말한다 

(1999.5.14 필자와 대화). 

또 다른 특별히 중요한 가가쿠 연주가 겸 작곡가가， 이제는 보존의 상태로 접어 

든 호가쿠계에 최근 등장했다. 시바 스케야스(쪼祐靖)가 그이다. 구나이초(宮內 

廳) 가가쿠 악사로 었다가 은퇴한 그는 의심할 나위 없이 궁정 밖 전통 가가쿠의 

가장 중요한 선생이다. 작곡가이기도 하다. 

〔보기 2) 시바 스케야스， <招村:羅뽕햇)(1980) ， 제5곡 “恐 n持國天ξ終曲”

호가쿠에서 우리는 또 다른 음악 가치의 변화를 본다. 전통악기 레퍼토리의 확 

장을 대세로 만든， 사고방식의 변화이다. ‘작곡가 겸 연주자’ 를 보는 눈이 어떻게 

딸라졌나 보고자 나카시마 사마에게 세이하 작곡가들에 대해 묻자 그는 “우리 아 

버지도 곡을 지었고， 나도 짓고， 내 남편인 유이제 신이치(唯是廳-)도 짓는다”고 

대답했다. 다른 유파의 문하생들도 나카시마의 곡을 배우냐고 묻자， 웃으며 아니 

라고 했다. “다른 유파에서 남편의 곡을 배우는가?" 하고 묻자， 그렇다고 하면서 

“아마 남편은 작곡가이기 때문인 것 같다”고 했다. 아하! 남편은 작곡가。171 때문 

이라 

호가쿠 세계에서 연주와 별도로 작곡가로 가능하는， 곡 쓰는 사람에 대한 인식 

은 서서히 뿌리를 내리는 중이다. 연주가 겸 작곡가들은 작곡가로서의 면모를 과 

시하기 위해 현대호가쿠작곡가연맹을 결성했다. 유이제 신이치와 그의 호가쿠 동 

료들이 쓴 새 음악은 현대 호가쿠 곧 ‘전통악기를 위한 현대음악’ 으로 분류된다. 

음악적으로， 일본내 서양음악 작곡가들이 현대음악으로 생각할 만한 음악은 아니 

다. [거꾸로〕 예컨대 전통악기를 위한 다케미쓰 도루(파텅階徵)의 음악이 얼본에서 

현대 호가쿠로 분류되지는 않을 것이다‘ 차이의 수사적 패러다임에 맞춰， 다케미 

쓰의 음악은 현대음악으로 분류된다. 

〔보기 3) 고토률 위한 현대 호가쿠， <五節m舞)(1984)

호가쿠계에서 또 다른 두 요인이 전통악기의 레퍼토리를 확장시키는 조류에 크 

게 공헌하고 있다. 하나는 계속되는 악기의 근대화이고 다른 하나는 연주자들(연 

주가 겸 작곡가와 별도로)의 주도적 활동이다. 여기서도 고토가 전면에 서 었다. 

일본 최고의 고토 연주가로 혼히 여겨지는 노사카 게이코(野板惠、子)는 1960년대 

에 또 다른 새 고토를 만들기 위해 현대작곡가 미키 미노루(三木穩)와 함께 일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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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통 13현 고토의 소리와 모양은 간직하지만 현대음악이 필요로 하는 예컨대 

음높이 선택과 음역， 조율， 생여렴의 신축성을 허용하는 20현 고토이다(현재는 25 

현). 이 악기가 만들어진 후 30여 년이 지난 현재 20현과 25혐의 고토는 명빼히 

일본음악의 악기로 자리잡았다. 

개량 고토를 쓰는 직업연주가들은 이제까지는 하나갇이 전통 고토의 세계에서 

나왔고， 레퍼토리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매년 리사이툴에서 그틀은 현 

대음악 작곡가블에게 다양한 양식의 신곡을 위촉한다. 

〔보기 4) 25현 고토곡. <f않휩9)0999) 

호가쿠계의 연주가 겸 작곡가， 작곡가， 연주가 들의 창작활동이 차이와 분리의 

패러다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자. 동양과 서양율 잇는 작곡가들 

의 작품은 너무도 성공적이어서 와요/세이요라는 선업견을 갖고 작품을 분석하는 

것은 핵섬을 잃는 것처렴 보일 정도이다. 마찬가지로， 전통악기 연주자들이 ‘서양 

음악 세계’ 의 작콕가들과 협력할 때도 음악적 활동에서 분리의 패러다임은 더 이 

상존재하지 않는다. 

호가쿠 전통악기 레퍼토리 확장의 마지막 예는 차이와 분리의 패러다임 모두 완 

전히 붕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젊은이들의 대중문화가 유서깊은 

‘전통문화의 정수. 와 만날 때， 일본음악의 미래뜰 만드는 작업이 진정으로 이루어 

진다. 히치리키(筆藥)의 명가 도기 가문의 연주가인 도기 히데키(東義秀樹)의 경 

우를 보자 1996년 겨우 10년만에 구나이초에서 은퇴한 후 그는 프리 랜서 가가쿠 

연주자이자 작곡가로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대중음악의 세계를 강타해， 도쿄의 

어느 레코드 상점에 가도 그가 스타의 반열에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이다 

도기의 음악은 척잖은 일본 젊은이들에게 가가쿠는 물론 어느 분야든 일본 전통문 

화로의 길잡이로 여겨진다. 오늘날의 일본을 전세계에 소개하는 계간지 『니포니아 

(Nipponia)J 에 실린. 그의 음악에 대한 글을 소개해 보겠다. 

도가의 독창적인 작품들은쇼오(짧)와히치리키-가가쿠연주의 전통관악기을-를 

피아노， 신디사이저와 결합한다. 그의 음악은 차분하고 듣기에 즐겁다. 그러나 동시에， 

외부 공간의 경계의 이미지와 팡대한 자연의 이미지률 불러일으키는 신비한 힘으로 가 

육차 었다 도기의 음악은 새롭지만， 또한 과거를 환기하는 무엇인가가 그의 음악 안에 

담겨 었다(Nipponia 1998: Cover interview). 

이 계간지를 위한 한 인터뷰에서 도기는 이련 말을 했다. “나는 내가 느끼기에 

좋은 음악을 만들 뿐이다. 가가쿠 대 서양음악 같은 장르 문제에는 특별히 신경쓰 

지 않는다. 그래도， 새 음악을 만들 때조차 내 마음 속에는 가가쿠 음악이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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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률 차지하고 있음을 항상 의식한다. 내게 가가쿠는 그 자체로 예술척 표현의 

완벽한 형식이다 .. (같은 곳L 

〔보기 5) 도기 히데키‘ 〈天￡地￡空C) (2000)

‘서양음악’ 작곡가에게 작품을 위촉하는 전통악기 연주자의 문제는 뒤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 이번에는 최근 작곡의 두 번째 경향을 삼펴 보겠다. 

서양음악계: 전통악기를 위한 현대음악 

메이지 이후 가치로 교육받았으면서 전통 일본악기를 수용하는 작곡가들의 작품 

들이 요즘 쏟아져나오고 있다. 메이지 시대 이후 줄곧 일본 작곡가들은 전통적 재 

료-예컨대 민속음악의 선율， 어떤 장르의 기악 패턴을 모방하거나 선법을 갖다쓰 

는 동-를 수용한 작품을 써 왔음을 상기하자. 이 작품들은 이 전통적 재료 말고 

나머지는 구문론적으로 서양의 것이나 다름없다. 그 결파 나온 작품은 때로 일본 

척 수사(修蘇)를 담고 있어서， 식민주의와 전쟁의 시대에는 민족주의를， 나날이 

더해가는 일본문화의 국제주의에 직면해서는 일본의 정체성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경우보다는， 일본척 요소를 수용했음에도 일본척 수사를 담지 않은， 

그냥 ‘음악’ 에 속하는 작품이 더 많았고 현재도 많다‘ 
현재 작곡가들 사이에는 전통을 환기하는 경향이 있는 듯 보인다. 특히 전통악 

기를 위한 현대음악 작곡의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것이 새로운 조류는 아니다. 작 

곡가 미키 미노루는 .프로 뮤직 니포니카’ 라는 앙상블을 통해서 1960년대 이미 이 

런 작업을 했다. 다케미쓰 도루 같은 다른 작콕가들도 뒤플 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런 작업은 마치 ‘으레 하는’ 작업처럼 보편적이 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복잡 

하고 여러 측면을 갖는 것이어서 , 여기서는 피상척으로만 언급해 보겠다‘ 

무엿보다 먼저， 일본 국립극장의 후원을 들겠다. 1966년 셜럽 이후 국립극장은 

일본 전통 연행예술의 보존과 진홍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천명해 왔다. 이 목적을 

어떠한수단으로수행할것인지. 국립극장측은이렇게 말한다. 

전통음악， 특히 가가쿠， 쇼요(聲明). 에도 시기 (17~19세기)의 전홍음악， 민속 연행 

예술 등의 연주회에서， 고전척 전통올 있는 그대로 유지， 보존하기 위한 노력과 동시 

에， 흥미로우띤서도 잊혀진 작품들올 되살리고， 전통 레퍼토리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 

역시 행해져 왔다 이들 고전 작품의 재생연주뿐만 아니라 전통 생산양식과 연주기법 

에 바탕을 둔 새로운 작품들도 위촉 연주되어 왔다 이러한 노력은 전통 형식의 전승에 

옴담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활력을:.2t져단준늄-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Japan Arts Council 2000: iíi: 밑줄 인용자) ‘ 

국립극장은 이렇게 전통 연행예술과 창의척 예술인들올 동시에 육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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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3월 현재 국립극장에 의해 총 94편의 선곡이 위촉， 초연되었다(같은 책: 

i i) . 작품은 서양악기와 일본악기， 재현된 아시아 여러 지역의 고악기률 위한 것들 

이다. 위촉곡들의 악보가 발간되고， 더불어 초연마다 CD로 녹음되고 있다. 

특히 가가쿠가 국립극장 프로젝트에서 특별히 중시되고 있음올 눈여겨볼 필요가 

었다. 일반으로. 이런저런 방식으로 가가쿠를 원천으로 삼아 쓴 작품탈이 많이 있 

다는 점도 덧붙여 둔다. 가가쿠를 대하는 태도를 살피기 위해 작곡가， 연주자， 학 

자들과 이야기촬 나눠 보았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국립극장장을 지내다 최근 은퇴한 기도 도시로이 

다 작곡가 다카하시 유지를 비롯해 여러 사람이 이러한 일을 가능케 한 추진력으 

로 맨먼저 기도 도시로를 꼽았다. 유명한 쇼오 연주자인 미야타 마유미도 마찬가 

지다. 그는 “국렵극장의 운동은 가가쿠를 위한 신곡을 위촉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1971-72년에 시작했고 1978-79-80년에는 해마다. 어떤 해는 두어 차례나 위촉했 

다”고 한다 왜 그런 일을 했을까 하는 물음에는， “기도 상 덕분”이라며， “그가 가 

장 중요한 인물” 이 라고 덧붙였다(2000.6.5 필자와 대화). 

그래서 기도 도시로를 만나 보았다. 가가쿠에서 자기의 주된 관심사는 악기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악기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가 국렵극장 재직 당시 추 

진한 두 번째로 중요한 프로젝트가， 나라 도다이지 (東大츄)에 위치한 황실창고 쇼 

소인(正會院)에 소장된 8세기 악기즐을 재현하는 얼이였다. 

그는 악기 소리 때문에 가가쿠 악기를 위한 신꼭들을 위촉했다고 했다. 혼히 듣 

는 가가쿠 소리 말고， 악기의 숨겨진 부분을 작곡가물이 활용하기를 그는 바랐다. 

예컨대 연주자틀이 연주를 위해 악기를 준비할 때--쇼오를 예열한다든지， 히치리 

키의 리드즐 적신다든지 하는-그런 아름다운 소려가 만들어진다. 그러나 “옛 음 

악을 연주할 때는 규칙이 너무 많다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 예률 들어 

류테키(龍짧)의 경우， 플러터텅잉 등 금지되는 주법이 몇 가지 있다”는 설명이다. 

카를하인츠 슈토크하우첸에게 신곡을 위촉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다. 기도 

는 1970년 오사카 국제박람회의 독일관에서 슈토크하우첸 음악을 소개할 때 그를 

만났다. 슈토크하우첸에 대해 기도는 “작곡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모든 요소을냉 

량과 음높이뿐만 아니라 음질， 음색까지도-을 생각한 사람이다. 이런 모든 요소 

들은 음렬주의에 포함되어 있다. … 나는 슈토크하우첸에게 〈빛 (Lícht-Hikari

Light) >의 작곡을 부탁했다. 그는 가가쿠 악기의 가능성을 분석했다 바로 그의 아 
이디어였다"(2000.5.27 필자와 대화)고 한다. 

슈토크하우젠의 음혈 작품은 가가쿠 악기의 음악과 소리를 전통 연주 스타일과 

완전히 결별시켰다. 내가 대화를 나눠본 작곡가와 연주자들 사이에는， 가가쿠 악 

기의 철저한 탈맥락화(decontextualiza tion)가 실로 모든 사람을 위한 가가쿠를 

탄생시켰다는공감대가형성돼 있다. 

일본 현대 작곡계에서 한 인물이 그토록 영향력올 행사해 왔다는 문제를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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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나는 기도 도시로에게， 국립극장이 작품 위촉올 하는 작곡가들은 어떻게 

선정해 왔는지를 물었다 냐는 위원회가 선정올 맡았다는 대답올 예상했다. 그러 

나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했다”고 했다. 내가 다시 “가가쿠 음악을 쓸 일본 

작곡가의 선정 기준은 무엇이었는가?" 하고 묻자 그는 ‘·현대음악 작곡가”라고 하 

면서. “예를 들면 다케미쓰 도루， 이시이 마키(石井홉). 이치야나기 도시( ---柳慧) . 
곤도 조 같은 작곡가들”이라고 대답했다. “그들이 가가쿠 작곡에 특별히 관심이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그저 당신이 그들의 음악을 좋아해서 위촉했는가?" 하고 

묻자 그는 “그들이 반드시 가가쿠 음악에 관섬이 있올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내가 

그들을 택했고， 그것은 그들 작곡을 변화시켰다”고 했다. 아， 척소(適所)에 있는 

척재(適材)의 힘이란! 

악기 소리는 다른 일본 작곡가들이 가가쿠 악기를 위한 곡에 끌리게 했다. 아마 

도 신디사이저 사용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현대 작곡가 도미타 이사오는 “나는 

〔가가쿠〕 악기들에 매우 관성이 많다. 예를 들어 쇼오나 히치리키는 매우 넓은 음 

고 뒤앙스 영역을 갖고 있는데， 이 뒤앙스는 서양음악의 음높이가 아니라，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런 악기들은 더 깊은 표현력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1999.4.22 필자와 대화) . 
국렵극장이 아니라 교토의 한 제작사 위촉이었던 후지이에 게이코의 맨처음 가 

가쿠 곡은 쇼오를 위한 작품이었다. 왜 쇼오였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탑했다. 

“쇼오는 단순하다. 음높이를 변화시킬 수 없다. 아주 제한적이다. 오랫동안 전통음 

악에서 쇼오는 아이타케(合竹)나 한 음만을 연주했다. 하지만 사운드는 특별하다. 

쇼오의 사운드를 들으면 특별한 분위기에 휩싸이게 된다. 나에게 쇼오는 가가쿠의 

세계로 들어가는 업구였다"(2000.6.4 필자와 대화). 후지이에 게이코는 가가쿠의 

또 다른 매력을 하나 얘기해 나를 놀라게 했는데， 정곡을 찌른 말이었다. “에도 시 

대는 아주 먼 옛날이다 접근할 길이 없다. 하지만 가가쿠는 조금 더 가깝다. 그것 

은 한국， 중국， 인도 등 여러 지역에서 왔다. 고대에는 〔지금의 일본이 그런 것처 

럼〕 외국과 더 많은 교뷰가 있었다 그리고 나서 음악척 특성들에 대해 얘기했다. 

“예률 들어 음높이의 경우， 에도 시대 음악에는 특정 음높이란 제 없어 , 음높이는 

항상 인간 목소리를 따랐다. 가가쿠도 이런 합주개념을 갖고 있다 가가쿠 작품의 

구조에 대한 물음에는， 헤이안 시대와 지금의 가가쿠는 참 달라서 뭐라고 대답해 

야 할지 모르겠다. 헤이안 시대 전기에는 즉흥이 아주 많았다" (같은 대화)고 

했다 

역사에 관심있는 작곡가에게 가가쿠 합주를 위한 작품을 쓰는 일은 진지한 연구 

의 기회가 된다. 국립극장으로부터 작품을 위촉받은 결과 후지이에 게이코는 연구 

를 하게 됐고， 역사척 지식을 신작에 담아내고 있다. 예를 들어 국립극장은 후지이 

에 작품에 더 대변성， 뜩히 가가쿠 타악기를 많이 쓸 것을 바랐지만， 그는 헤이안 

시대에는 악기편성이 유동척이었다는 것， 그 시대 타악기는 제의 상황에만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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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융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자기 의견올 고수했고， <하늘 같은 땅， 그리고 땅 같 

은 하늘(天η據t地， 깐 L'"C地η樣t;.天))에는 고토， 비와(좋쯤줄) , 히치리키， 류테 

키 각 하나와 셰 개의 쇼오만을 사용했다. “악보는 매우 단순했고， 연주자들은 아 

홈다움이라는 생각을 공감하면서 즉홍으로 연주했다”고 그녀는 말했다(같은 대 

화). 

〔보기 6) 후지이에 게이코 〈天η樣tt.地. 깐 vo也η樓tt.天)(2000) ， 초연 비디오 

일본의 어느 작곡가도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가가쿠 합주 매력의 

또 다른 이유는， 합주의 규모가 서양 클래식 앙상블의 가장 큰 편성인 오케스트라 

와 맞먹는다는 점이다. 관현악곡을 쓴다는 것은 서양에서나 일본에서나 야심있는 

현대 작곡가들에게는， 비록 작곡가 생활의 초기단계에서뿐일망정 , 시험대 같은 것 

이다. 가가쿠 합주의 규모와 편성의 다양함은 서구식 평가기준에도 합치한다 따 

라서 나는 다케미쓰 도루의 〈가을 정원에서 (In an Autumn Garden) )(1973)를 비 

롯한 여러 현대작품들이 일반면성보다 큰 앙상블윷 요구하는 것에 놀라지 않았다. 

쇼오 연주자인 미야타 마유미의 다케미쓰의 곡을 연주하려면 38~40명의 큰 앙상 

블이 필요했다. 구나이초 악사는 25.명 정도로 소수였으므로， 연주자들을 더 찾아 

야 했다"(2000.6.5 필자와 대화)는 말을 튿고 나는 이러한 생각에 이르게 됐다 

그렇다면， 논리 전개상 일본 작곡가가 가가쿠 악기와 관현악올 위한 곡을 쓸 때 

는 으레 이렇게 돼야 한다. 여기에， 최근 작곡 경향이 분리의 패러다임을 폐기하는 

또다른 모습을 본다， 서양과 일본악기가 다양한 종류의 신곡에 함께 쓰이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온가쿠 연주자들과 호가쿠 연주가들은 

함께 작업한다. 

〔보기 7)(빼雄>. 제2부 “夏， 出會L 、.. (1988) 

일본 내의 융악척 가치 변화 과쟁의 이혼화 

국렵극장 위촉곡 악보집에 실린 달올 통해 일본인들이 자기네 가치를 변화시키 

는 과정을 이론화해 보겠다. 글은 와요/셰이요에 관한 수사척 담론의 보기를 제공 

한다. 국립극장의 노력의 긍정척 결과를 열거한 글이 하나 있다. 

연주회들은 선량융란찰곰간들이 웰폴켈좋융말 악기와 성악 양식에 친숙해지고 관 
심을 가질 수 있게 해왔다. 전통악기와 성악을 위한 많은 신곡이 국립극장의 노력 이후 

전국에서 나오기 시작했다(Motegi 2000: 48 : 밑줄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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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들은 일본인이지만， 그들이 쓰는 음악은 일본음악이 아니라 여전히 서양 

음악으로 여겨진다. 아쉽게도， 내가 볼 때 이 점이 현재 일본의 작곡가들을 매우 

불편한 업장에 처하게 하는 것 같다. 

작곡가 호소카와 도시오(細川俊夫)는 바로 이러한 불편함을 1997년 나온 그의 

작품 CD 해설에 표현했다. 

약 120년 전 일본 사람들은 ‘서양 문명’ 이라는. 이전에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았 

던 위대한 문화와 만났다. 하지만 그 만남은 일본 밖에서 비롯한 것이었지 우리 자신의 

내척 동기에 대한 반웅은 아니었다， 일본인들은 ‘서양 문명’ 에 동화되어야 한다는 강 

박감을느꼈고， 그 결과우리는우리 자신의 뿌리에 둥을돌혔다. ‘서양문명’에의 동 

화를 통한 일본인들의 세계 문화에의 동참은 ... 갖가지 심리적 긴장과 도먹척 틸레마 

플낳았다. 

20세기 후반을 살고 있는 일본인으로서 . 냐는 동화의 정신에 빠지지 않은 새로운 음 

악올 찾는 작업을 하고 있다. 냐는 새로운 행태의 정신문화와 일본인들의 음악， 동시에 

내 자신과 나의 뿌리 앞에 진실한 음악을 찾고 있다. 

어쩌면 호소카와는 ‘동화의 정신’ 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는지도 모른다 “일 

본인들이 서양 문명에 동화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서양 문명의 일본으로의， 일본 

식으로의 통화과정이 아닐까. 

미국 인류학자 매릴린 아이비는 1995년 펴낸 『사라지는 것들의 담론』에서 일본 

인플의 ‘외국 것’ 에 대한 동화 과정에 대해 간결하게 잘 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음 

악의 경우에도 흥미로워 보인다. 

20세기말 일본이라는 주제는 옛 것이든 새 껏이든 세계질서의 단순성올 혼란스럽게 

만든다 근대 세계 체계에 기초한 인종과 시간과 영토의 경계륭 넘어서고， 거대 자본의 

축적과 함께 곳곳에 자리잡은 ‘일본’ 은， 도처에 있고， 방랑척이며， 초국가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일본은 ‘서양’ 과 자신 간의 구분을 이전보다 훨씬 날카롭게 재 

인식하는 것 같다 일본의 경제적 팽창은 국가척 내향성의 그림자에 가려진다…‘ 

일본은 그래서 전통적이고 변치않은 문화의 정수를 간직하면서 생산， 축적， 소비의 

어질어절한 순환 속에서 (포스트)모더니티의 화려한 외모뜰 수용하여， 다른 모든 것

이민자와 미국 자동차는 예외이겠지만-을 동화한다(1쪽). 

외국의 것은 다룰 수 있는 질서의 상칭으로 변형되어야만 한다. 그 변형은 지난 10 

여 년간 일본의 지배척 정치개념이던 국제화에 의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난다. 다른 곳 

에서 국제화란 (국가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코스모폴리탄척인 팽창을 함의하지만， 
일본정부 주도의 국제화는 외국 것의 자국화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2쪽)(밑줄 인용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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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다 . 

. 외국것’올수업하되 
‘외국 것’ 이 자국화(즉 일본화)될 수 있을 때까지 

‘외국 것’ 울 분리해 둔다. 

전통의 정수를 유지하기 위해 

(즉， 차이를 유지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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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다시피 일본에는 외국 음악의 동화에 판한 역사척 선례가 있다.8세기까 

지 다양한 종류의 아시아 음악이 한국과의 상당한 상호작용올 거쳐 중국 당(庸) 

궁정으로부터 일본에 소개되어 있었다. 아이비 모댈의 , 수입된 ‘외국 것’ 을 ‘가가 

쿠’ 라 하고 대입해 보자. 가가쿠는 분리되었나? 정말 그랬다. 황실파 황실 부속기 

관이라는 세계 안에만 있었다 

가가쿠는 일본화되었나? 정말 그랬다. 궁정에서， 수업된 합주음악과 기능과， 어 

떤 변에서는 음악 자체도 황실과 부속사회라는 고립된 세계의 취향과 활동에 의해 

차츰 일본화되었다. 궁정 밖에서， 수업음악의 요소들은 훨씬 더 철저히 자국화되 

었다. 가가쿠 합주의 개개 악기-특히 고토와 뼈←슨 나름의 자생력을 얻었다. 

일본 고유의 음악형식， 고유의 리듭판(觀)과 선법관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 수 

입악기들을 둘러싸고 차츰 발전할 음악전통을 위한 상품이 되였다. 

아이비의 모벨은 동화의 마지막 단계가， ‘외국 것’ 이 완전히 자국화되어 처음에 

는 별개로 존재하던 .전통의 정수’ 와 융합하기에 이플 때임을 시사한다. 분명 이 

현상이 가가쿠에 일어났다. 1953년의 한 유네스코 출판물에서 음악학자 고 다나베 

히사오는 가가쿠를 “일본음악 정수의 표현 ’ (Tanabe and Masu 1953: 16)이 라고 했 

다， 올해 (2000) 국립극장의 한 출판물에서 모테기 기요코(뚫木혼￡子)도 가가쿠를 

“일본 음악의 정수”라고 지적했다(Motegi 2000: 48) . 아이비의 분석을 선해(善解) 

하면， 가가쿠의 역사는 일본식 국제화라는 주목할 만한 모습을 보여준다. ‘외국 

것’ 은 자국의 것이 될 때까지 일본화되고 동화된다. 

음악에서 그 과정이 현재 되풀이되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지금의 ‘외국 것’은 

과거의 그것과 다르다. 아이비 모렐의 수입된 ‘외국 것’ 에 서양음악올 대업하고， 

“서양음악은 분리되었는가’ 하고 물어보자， 에이지 시대 이후 음악교육에 대해 다 

시 생각해 보자. 일본음악은 한동안 소학교 교과과정에 포함되었다가 곧 사라졌 

고， 결과적으로 ‘음악 지도’는 ‘서양음악 지도’를 의미해 왔다. 근대화라는 칙령 

때문에， 그리고 초급과정에서 이미 서양음악 쪽으로 문화화됐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에서 배우는 레퍼토리는 거의 전척으로 서양음악이었다. 

그러므로 아이비의 ‘외국 것의 분리’ 가 적용된다. 서양음악은 전통음악과 분리되 

어 온 것이다. 앞서 내가 한 표현처럼， 분리의 구조적 패러다임이 20세기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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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생활을 특정지웠다. 

아이비 모델의 ‘전통의 정수의 보존’ 은 사실장 전문인 집단의 몫이 되었다(실제 

로 아이비는 이를 “문화의 전통척이고 변하지 않는 핵심”으로 보지만. 나는 전통 

의 불변성이라는 생각에는 반대다) . 전통음악은 현재 몇몇 음악원과 사범학교 같 

은 고등교육기관에서 가르친다. 하지만 호가쿠를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처음 

에는 개인교습을 통해 배워야만 하고，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해서는 ‘음악’ 과는 완 

전히 분리된 교과과정을 밟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남는다 서양음악은 자국화/일본화하고 있는 중인 

가? 나는 매우 빠른 속도로 일본화의 과정이 얼어나고 있다는 가능성을 제안한다. 

앞에서 언급한 작곡의 두 경향은 실제로는 하나-누가 작품을 쓰건， 서양음악과 

일본음악의 융화-인 것이고. 내게는 이것이 서양음악의 얼본화 과정의 중요한 부 

분으로보인다. 

나는 개인척으로， 서양의 음악과 음악척 가치들이 매우 갚게 동화되어서 이제는 

‘서양음악’ 이 더 이상 ‘외국 것. 이 아닌 것처럽 느껴질 정도라고 생각한다. 일본 

에서 미래에 쓰여질 새로운 음악은 ‘일본 음악의 정수’ 에 홉수될 것이다. 차이의 

수사적 패러다임-일본과 서양이라는 식으로 말하고 생각하기-이 사라진다면， 그 

때 켈본음악’ 의 미래는 진정 작곡가들의 음악적 창의성을 통해 만들어져 나갈 수 

있다. 

차이의 수사적 패러다임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서양음악과 전통음악이라는 구조 

적 분리가 사라져야 한다. 아이비의 동화 모탤에 따르면 그것은 일본화 과정의 자 

연스러운 부분이고 참으로 우리는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정후를 본다. 오늘 내가 

언급한 작곡의 두 경향은 ‘서양음악계’ 와 ‘호가쿠계’ 안의 작콕가와 연주가들 모 

두로 하여금 전에없이 많은 기회에 음악에 관한 전에없이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통 

해 전에없이 자주 만나게 만든다. 그리고-이것이 가장 중요할텐데-1970년 이후 

공교육 제도 안에서 이 두 세계를 연결하려는 움직임이， 둘을 분려한 장본인인 교 

육부에서 있어 왔다. 

철 훌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 관측해 보고비약을감행해 보겠다. 관측이란， ‘일본과 

서양’ 이라는 수사척 담론은 전세계척으로 증가해 가는 음악의 국제화률 간과한다 

는 것이다. 세계 다른 나라 작곡가들처럼 일본 작곡가들도 갖가지 음악척 전통에 

서 영감과 아이디어와 음악적 재료률 끌어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보기 8) 유이제 신이치， 合奏協奏曲第十二짧 〈力 /v- 젓)(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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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9) 拉樂四重奏曲第二짧 〈光η波)(1992)

도약이란 이것이다. 미국의 음악철학자 찰스 시거로부터 .재원 (funded) ’ 이라는 

용어를 빌리고 ‘서양’ 대신 .국제’ 를 놓고서 , 일본 작곡가들의 모든 작품을 ‘일본 

음악’ 이라 해 보면， 일본음악은 양식척 및 개냄척 상대성이라는 연속체 안 어딘가 

에 놓일 것이라 생각한다.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음악은 

국제척 

재료를 

재훤으로삼는다 

일본음악윤 

전통척 

재료를 

재훤으로삼는다 

아마 이젓은 다른 문화권 작곡가들의 작품에도 통할 패러다임일 법하다. 여러분 

의 질정을 구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