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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과 식민지 그리고 쟁의 시기 던 20세기 반은 동아시아의 음악문화에도 큰 흔 을 남겼

다. 유럽에서는 독일제국이 차 강력해지면서 수많은 유럽음악인들이 일본제국권내에 피난처를 찾

아오게 된다. 1938년 오스트리아의 합병과 ‘크리스탈 밤(Kristallnacht)’을 기 으로 히틀러제국

에서 외국으로 떠나는 망명자의 수가 증하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국제도시 

상해와 일본으로 피난 온 독일제국권 음악인들이 동아시아의 서양음악수용에 기여한 것은 그리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본 논문은 지 까지 국내에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동아시아의 망명음악가들에 해 서술하

고자 한다. 왜 1930년  후반 서양음악문화의 불모지와도 같았던 동아시아에 유럽음악가들이 오게 

되었는지 역사 , 정치  배경을 서술하고, 베를린, 함부르크 등 독일 외무성  독일 국립 아카이

와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  문서 등을 참고로 이 음악가들의 활동에 해 서술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 이다. 망명음악인들이 역사의 희생자이기는 하지만, 본 논문은 기존연구 경향과 달리 서양음악

문화를 동아시아에 달한 매개자로서의 에서 근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상해의 망명음악

과 일본의 망명음악을 각각 고립된 것이 아닌 동아시아 차원에서 통합하여 고찰한 것도 기존 연구와 

차별되는 본 연구의 새로운 시도라 할 수 있다.

주제어: 동아시아의 망명음악, 독일제국과 일본제국, 상해오케스트라, 일본의 유대인정책, 

유대인 음악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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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임(과제번호: 2013S1A5A2A0101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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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제국과 식민지 그리고 전쟁의 시기였던 20세기 초반은 동아시아의 음악문

화에도 큰 흔적을 남겼다. 유럽에서는 독일제국이 점차 강력해지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수많은 유럽음악인들이 일본제국권내에 피난처를 찾아오게 된

다. 1938년 오스트리아의 합병과 ‘크리스탈 밤(Kristallnacht)’을 기점으로 

히틀러제국에서 외국으로 떠나는 망명자의 수가 급증하는 것은 이미 기존연

구에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국제도시 상해와 일본으로 피난 온 유럽 음

악인들이 동아시아의 서양음악수용에 기여한 것은 그리 잘 알려져 있지 않

다. 

서구음악가들이 동아시아에 와서 근대적 군악대 훈련, 근대적 음악교육 등

에 기여한 것은 이미 19세기에도 있었던 일이지만, 이는 외국인 교사 등 소

수에 한정되었고, 음악장르도 군악이나 학교음악 등으로 극히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20세기초반에는 대중음악, 클래식음악, 아방가르드음악을 막론하고 

연주자, 작곡가, 지휘자, 음악학자 및 음악비평가 등 다양한 음악분야, 다양

한 계층의 음악인들이 독일제국권에서 한꺼번에 대거 일본제국권으로 오게 

된다.1 이 음악인들은 주로 대도시의 카페나 레스토랑, 호텔 등에서 연주하기

도 해서 동아시아의 일반 대중에게도 직접 노출되어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본 논문은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동아시아의 망명

음악가들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원래 좁은 개념의 ‘망명’은 정치적 이유에

서 자신의 국가를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본고에서 ‘망명’은 나치집

권 전후부터 종전 전후까지 나치들에 의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다른 나라

로 떠난 경우를 모두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이경분, 

2005: 15). 또한 처음에는 자유의지로 동아시아에 왔지만, 제2차 대전 발발 

후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일본정부나 일본주재 독일대사관으로부터 망명인과 

 1. 물론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백계러시아음악인들이 중국으로 몰려와 음악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여기서는 지면상 서술을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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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차별을 받은 경우도 여기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왜 1930년대 후반 서양음악문화의 불모지와도 같았던 

동아시아에 유럽음악가들이 오게 되었는지 역사적, 정치적 배경을 서술하고, 

베를린, 함부르크 등 독일 외무성 및 독일 국립 아카이브와 일본 외무성 외

교사료관 문서 등을 참고로 이 음악가들의 활동에 대해 서술하는 것이다. 망

명음악인들이 역사의 희생자이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오히려 서양음악문화를 

아시아에 전달한 매개자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오해를 줄이기 위해 몇 가지 개념에 대해 잠시 언급하면, 본고에서 다루는 

‘독일제국권’의 음악가는 1933년부터 1945년까지 독일여권을 가졌던 사람으

로 규정할 수 있는데, 1938년 나치의 오스트리아 합병으로 인해 오스트리아 

여권을 가졌던 체코, 헝가리 등 동유럽 출신의 음악가도 독일여권을 받게 된

다. 즉 동아시아로 온 망명음악가들 대다수는 독일, 오스트리아의 유대인이

지만, 독일 여권을 가진 소수의 동유럽인들도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2 

또한 ‘일본제국권’의 의미는 일본본토와 일본의 식민지 및 점령지를 염두

에 두는데, 주로 상해와 일본본토만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그 이유는 

일본본토를 제외하고 상해가 당시 클래식음악이 가장 앞서 간 대표적인 곳으

로서 망명인들이 주로 활동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당시 경성, 신경, 하

얼빈, 마닐라에도 상해보다는 훨씬 빈약하지만 망명음악가들의 활동이 없지 

않았으므로, 추후 더 연구하고자 한다.    

참고로 본고에서는 ‘일본제국권’과 ‘독일제국권’은 역사적, 정치적 개념으

로 사용하고, ‘동아시아’와 ‘유럽’은 지리적, 공간적 개념으로 구별하여 사용

함을 밝힌다.

 2. 우크라이나 출신의 레오 시로타는 빈 시민으로 오스트리아여권을 가져서 1938년이후 
독일여권소지자가 된 경우인 반면, 같은 우크라이나 출신이지만 러시아에서 음악교육
을 받고 러시아에서 활동했던 에마누엘 메터(Emmanuel Metter)는 러시아망명음악가
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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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동아시아의 독일제국권 망명음악가에 관한 연구 상황

1. 독일어권의 연구상황

독일학계의 망명음악가들에 대한 연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축적되어 왔다.3 

하지만 지금까지 나치독일에서 도피해야 했던 망명음악가에 대한 연구는 주

로 미국망명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할 뿐, 동아시아로의 망명은 거의 주목받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음악사에 남을 주요 음악인

들 대다수가 미국으로 망명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최근 일상사(Alltagsgeschichte) 연구의 부각으로 이름 없는 또는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았던 망명음악인들에 대한 연구도 독일 함부르크

대학의 망명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다.4 그럼에도 동아시

아로 망명한 음악가에 대한 연구 성과는 아직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

으로 온 망명음악가에 대한 독일어권 연구로는 이레네 수쉬(Irene Suchy)의 

박사학위논문(“Deutschsprachige Musiker in Japan vor 1945. Eine Fallstudie 

 3.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Arndt, Peri and Silke Bernd. 2000. Lebenswege von 

Musikerinnen im 'Dritten Reich' und im Exil. Bockel; Geiger, Friedrich and 

Thomas Schäfer. 1997. Exilkomposition während der NS-Zeit. Bockel; Lee, 

Kyungboon. 2001. Musik und Literatur im Exil: Hanns Eislers dodekaphone 

Exilkantaten. Peter Lang: New York; Traber, Habakuk and Elmar Weingarten 

(Eds.). 1987. Verdrängte Musik. Berliner Komponisten im Exil. Berlin: Argon; 

Geiger, Friedrich and Thomas Schäfer (Eds.). 1999. Exilmusik während der 

NS-Zeit. Hamburg: Bockel; Hanns-Werner Heister (Ed.). 1993. Musik im Exil: 

Folgen des Nazismus für die internationale Musikkultur, Frankfurt a. M.: Fischer; 

Krohn, Claus-Dieter (Ed.). 2008. Kulturelle Räume und ästhetische Universalität: 

Musik und Musiker im Exil. München: edition text+kritik 참고. 

 4. 상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 Lüdtke, Alf (Ed.). 1995. The History of everyday life: 

reconstructing historical experiences and ways of life (translated by William 

Templer). Princeton University Press; 데틀레프 포리케르트. 2006. 나치시대의 일
상사 김학이 옮김. 서울: 개마고원; 알프 뤼트케 외 지음. 2002. 일상사란 무엇인가 

이동기 외 옮김. 서울: 청년사; Zenck, Maurer and P. Petersen (Hg.). Lexikon 

verfolgter Musiker und Musikerinnen der NS-Zeit (http://www.lexm.uni-hamburg. 

d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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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es Kulturtransfers am Beispiel der Rezeption abendländischer Kunstmusik”)

이 독보적이다. 이 논문은 2차 대전 중의 독일어권 음악가를 망명의 희생자

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런 관점은 역사학자  데트레프 샤우베커

(Detlev Schauwecker)의 논문 “Musik und Politik. Tokyo 1934-1944”에서

도 마찬가지이다.5 가장 최근(2014)의 연구서 “Joseph Laska (1886-1964): 

Ein österreichischer Komponist und Dirigent in Japan”가 전쟁의 희생자이자 

일본음악계의 공헌자로서 요셉 라스카를 균형 있게 서술하고 있는 정도이다. 

다른 한편, 상해 망명 일반에 대한 연구는 많이 있지만, 상해의 망명음악

가에 대한 연구는 부진한데, 크리스찬 우츠(Christian Utz)의 논문들 

“Auslöser der musikalischen Moderne in China: Das Wirken Wolfgang 

Fraenkels im Exil Shanghai”와 “Cultural Accommodation and Exchange 

in the Refugee Experience: A German Jewish Musician in Shanghai”이 

일차자료에 근거한 독보적 연구이다.6 우츠는 작곡가 폴프강 프랭켈을 집중

적으로 조명하는데, 중국인에게 미친 그의 영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중국의 

부상으로 유럽중심주의적인 독일의 음악학계에서 동아시아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관심을 받게 될지 기대된다. 

2. 일본학계와 국내의 연구상황

일본학계에서는 어떠한가? 유럽 망명음악인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는 일

본학계에서도 그리 활발하지 않다. 망명음악인에 관한 단행본으로 ベルリ

 5. 독일학자와 일본학자의 연구를 포괄한 독일어 연구서(편집자 Thomas Pekar, 2011)

로서 Flucht und Rettung. Exil im japanischen Herrschaftsbereich 1933-1945(도피
와 구원. 일본지배권내의 망명. 1933-1945)가 동아시아의 망명음악인에 대해서 부분
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 영어 논문으로 Galliano, Luciana. “Manfred Gurlitt and the 

Japanese Operatic Scene, 1939-1972”이 있다.

 6. 지금까지 본문에 언급된 독일어 문헌의 상세정보는 모두 참고문헌 참조. 마르타 에오
리(Eory Martina)의 빈 대학 석사논문 “Zur Rolle der Musik für zentraleuropäische 

jüdische Flüchtlinge in der Diaspora Shanghai”(2009)이 있으나, 이차 자료 연구에 
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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ン 東京物語 ― 音楽家クラウス・プリングスハイム(베를린 도쿄이야

기― 음악가 클라우스 프링스하임), 日本を愛したユダヤ人ピアニスト 

レオ・シロタ(일본을 사랑했던 유대인 피아니스트 레오 시로타), レオ

ニード・クロイツァー: その生涯と芸術(레오니드 크로이처: 그 생애와 

예술), 20世紀の巨人 ― シモン・ゴールドベルク(20세기의 거장― 시

몬 골드베르크) 등 개별 음악가에 관한 전기적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7 

망명음악인들의 운명을 개인의 운명으로서가 아니라, 당시의 음악정치적, 사

회적 배경이라는 큰 테두리에서 서술한 연구로는 上海オーケストラ物語
(상해 오케스트라 이야기)가 있지만, 상해오케스트라의 역사가 핵심내용이다.  

국내 연구가 미진하기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상해와 하얼빈 등의 망명음

악인에 대한 서술이 포함된 진내량의 박사학위 논문 중국의 서양음악수용

연구(1920~1949년)의 일부분이 그나마 한국어로 된 중국의 망명음악연구

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8 

이러한 연구 상황에서 본 논문은 동아시아의 망명음악연구가 상대적으로 

앞선 독일어과 일본어 문헌을 중심으로, 독일아카이브와 일본아카이브의 일

차 자료를 참고하여 독일제국권에서 일본제국으로 온 음악인들의 활동을 고

찰해보고자 한다. 망명음악인들을 주로 희생자라는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는 

기존연구와 달리, 본 연구의 초점은 ‘동아시아의 관점’에서 망명음악인들이 

어떤 활동과 역할을 했는지 음악문화사적으로 고찰하는 데 있다.9

 7. 지금까지 본문에 언급된 일본어 문헌의 상세정보는 모두 참고문헌 참조. 일본에서 유
대인음악가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는 山本尚志, “亡命ユダヤ人音楽家と在日ド

イツ人音楽家をめぐる政治(1936-1944)” 참조.

 8. 중국어문헌을 참고하여 식민지 시기 중국 양악사의 큰 윤곽을 그려낸 성과에도 불구
하고 이 논문에 인용된 자료 및 사진 등은 출처미비와 오류의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재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9. 물론 독일제국과 일본제국을 개인을 희생하게 하고 문화를 통제하는 거대 국가권력
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제국주의적 관점에서의 비판
적 연구는 당연히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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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도피의 길: 유럽에서 동아시아로　　

1936년 상해의 독일영사의 보고에 의하면, 상해에 거주하는 독일망명인이 

아이까지 합쳐서 약 150명에 달했다.10 그 중 대다수가 유대인이었다. 1945

년까지 상해에는 총 1만 5천~8천 명의 유대인 망명인이 살았고, 그 중에 9

천여 명이 독일인, 4천5백여 명이 오스트리아인, 1천200여 명이 폴란드, 그

리고 250여 명이 체코인이었다.11

이 중에서 독일어권 음악가들은 약 150여 명(1944년 통계)으로 추정된

다.12 예를 들면, 바이올리니스트 아르투어 볼프(Arthur Wolf), 헬무트 슈테

른(Helmut Stern), 페르니난트 아들러(Ferdinand Adler), 알프레드 비텐베르

크(Alfred Wittenberg), 첼리스트 발터 요아힘(Walter Joahim), 피아니스트 

카를 슈타이너(Karl Steiner), 에리히 마르쿠제(Erich Marcuse), 지그프리트 

죤넨샤인(Siegfried Sonnenschein), 작곡가 볼프강 프랭켈(Wolfgang Fraenkel), 

율리우스 슐로쓰(Julius Schloss), 지휘자 헨리 마르고렌스키(Henry Margorensky), 

프리츠 프라거(Fritz Prager) 등이다. 이들은 상해를 기점으로 하얼빈 등지에

10. Kaneko, Martin. 2008. Die Judenpolitik der japanischen Kriegsregierung, Berlin: 

Metropol, p. 105. 또 榎本泰子. 2006. 上海オーケストラ物語―西洋人音楽家た

ちの夢, 東京: 春秋社, p. 200.

11. 오스트리아 망명인이 처음 상해에 오게 되는 때는 1938년 독일의 오스트리아합병 이
후이고, 1938년 11월 크리스탈의 밤 후, 급증한다. 1938년 12월 12일에는 이탈리아 
배(Conte Biancamano)를 타고 550명의 유대인이 상해에 도착했다고 고베신문은 
전한다. 위의 책 105-106. 하지만 2만 명이라는 주장도 있지만[Benz, Wolfgang, 

“Flucht vor Hitler”, Pekar, Thomas(Ed.). Flucht und Rettung. Exil im japanischen 

Herrschaftsbereich(1933-1945), p. 35], 대체로 1만 8천 명이라는 문헌이 다수이다.

12. 성악가가 31명, 카바레 음악가 20명, 지휘자 12명(그 중에 합창 지휘 3명), 21명의 
피아니스트, 그 외 음악가 16명, 5명의 음악학자이다. Stompor, Stephan. 1994. 

Künstler im Exil: in Oper, Konzert, Operette, Tanztheater, Schauspiel, Kabarett, 

Rundfunk, Film, Musik- und Theaterwissenschaft sowie Ausbildung in 62 Ländern. 

Frankfurt a.M.: Peter Lang, p. 714. 1944년 8월 통계에 파악된 음악가는 146명이었
다. Junko, Iguchi.“Osaka and Shanghai: Revisiting the Reception of Western 

Music in Metropolitan Japan”; Hugh de Ferranti and Alison Tokita(Eds.). 2013. 

Music, Modernity and Locality in Prewar Japan. Ashgate Publishing, p.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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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활동했다(부록: 주요 상해 망명음악인 리스트 참조).13 

다른 한편, 동아시아에서 최대 권력이었던 일본제국은 1941년 태평양전쟁 

발발 전까지는 유대인에 대해 너그러운 정책을 선호하여 일본에도 4,600명 

이상의 유대인 망명자들이 왔지만, 대다수가 다른 곳으로 떠났다.14 이들 중

에 일본에서 전문음악가로 활동 한 사람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상해와 

달리 일본에 입국하여 활동을 하려면 정식 비자와 취업계약서가 있어야 가능

했기 때문이다. 또한 상해와 다른 점은 일본의 망명음악가들 대다수가 훨씬 

이전에 일본에 와서 활동을 하고 있다가, 1930년대 후반부터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독일대사관의 방해를 받아 계약이 연장되지 않거나, 국적이 말살되고 

특정지역에 수용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이다. 주로 도쿄와 오사카를 

중심으로 활동한 이 음악가들은 1930~40년대 일본이 독일의 동맹국이었음

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국립음악기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피아니스트 레오니드 크로이처(Leonid Kreutzer), 레오니드 코한스키

(Leonid Kohansky), 파울 바인가르텐(Paul Weingarten), 레오 시로타(Leo 

Sirota), 바이올리니스트 로버트 폴락(Robert Pollak), 빌리 프라이(Willy 

Frey), 콘라드 리브레히트(Konrad Liebrecht), 첼리스트 파울 둑손(Paul 

Dukson), 성악가 헤르만 부허페니히(Hermann Wucherpfennig), 마르가레테 

네트케-뢰베(Margarete Netke-Löwe), 지휘자 클라우스 프링스하임(Klaus 

Pringsheim), 루돌프 페취(Rudolf Fetsch), 요셉 라스카(Joseph Laska), 요셉 

로젠슈톡(Joseph Rosenstock), 만프레드 구르리트(Manfred Gurlitt) 등이었

다(자세한 것은 아래 V. 참고).

유럽에서 상해로 오는 길은 이탈리아의 트리에스테에서 배를 타고(당시 

540달러) 오는 방법이 있었다(Stompor, 1994: 714). 이 루트는 이탈리아가 

13. 1938년 상해에 도착한 헬무트 스테른 가족은 하얼빈에서 음악으로 생계를 유지하게 
된다(Stern, 2000 참조). 

14. 바우하우스의 유명한 건축가 브루노 타우트(Bruno Taut)의 부인 에리카 타우트
(Erica)도 1939년 9월 23일 요코하마에 도착했으나 일본에서 정착하기 힘들어 1년 
후에 상해로 떠난다. Speidel, Manfred. “Von Weltreisen zu Emigranten: Bruno 

und Erica Taut 1933-1948”; Pekar, Thomas(Ed.). Flucht und Rettung. Exil im 

japanischen Herrschaftsbereich(1933-1945), pp. 24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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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대전에 참전하는 1940년 6월 전까지 가능했다. 이탈리아의 참전으로 뱃

길이 막히자 대다수 유럽 망명인은 모스크바를 지나 시베리아 철도를 이용하

여 만주를 거쳐 상해로 올 수 있었다. 하지만 유럽에서 만주로 오는 육로도 

1941년 6월 독일이 소련을 공격하기 전까지 가능한 루트였다. 따라서 원칙

적으로 1941년 6월 이후에는 해로와 육로는 모두 차단되었다.

그런데 왜 이들은 하필 말도 문화도 전혀 다른 낯선 상해로 왔는가? 이유

는 간단하다. 1938/39년 독일에서 유대인들이 비자가 없이 배편 티켓과 여권

만 있으면 갈 수 있는 곳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상해뿐이었다. 미국을 비

롯한 서구의 나라들은 비자, 재정보증서, 노동허가서, 신원보증서 등 여러 가

지 서류를 요구하였으므로, 그곳에 지인 및 가족이 없거나, 유명인이 아니면, 

이런 서류를 구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하지만 (중일전쟁 발발 4개월 

후인) 1937년 11월부터 일본군이 군사적으로 지배하는 항구도시 상해는 

International Council이라는 관청이 있는 도시국가로 여권을 가지고 세관을 

통과하면 바로 도시로 들어올 수 있었다.15 

IV. 일본의 유대인 정책

그러면 독일과 동맹국이었던 일본은 왜 독일제국으로부터 도피한 유럽 망

명인들의 상해입국을 허락하였는가? 일본제국의 유대인정책은 어떠했는가?  

유대인은 일본과 관계없는 먼 곳에 있던 존재였으므로, 특별한 증오나 선

15. 중일전쟁으로 여권비자관청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위의 책, p. 714. 상해에 도착
한 망명인들은 이전부터 상해에 거주하던 두 개의 유대인 공동체(세파르디 바그다드 
유대인 공동체와 아스케나지 러시아계 유대인 공동체)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위원회의 
도움으로 우선 생명을 연명할 수 있었다. 오로지 살아남기 위해 전혀 준비도 없이 도
착한 상해라는 곳은 문화도 언어도 전혀 낯선 곳이었고, 음악인들에게는 아주 형편없
는 유럽 변두리 지방의 문화생활정도도 없었던 척박한 곳이었다. 1941년 12월 상해 
조계의 인구통계는 유대인 31,000명, 백계 러시아인 29,400명, 영국인 6,100명, 프랑
스인 3,880명, 다른 국적 12,794명, 총 83,174명이었다. 1942년이 되면 일본인이 
94,768명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高綱博文. 2005. 戦時上海: 1937-1945. 

東京: 研文出版. p. 31; Junko, Iguchi “Osaka and Shanghai.” p. 28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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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일본에서 유대인에 대한 모순적 이미지가 존

재한 것은 사실이다. 한편으로, 러일전쟁시기 미국유대인의 지원으로 승전한 

것은 일본에서 ‘긍정적인’ 유대인 신화의 바탕이 되었다. 다른 한편, 1919년 

반유대적 서적인 시온 현자의 프로토콜(Protocols of the Elders of Zion)이
라는 책이 일본어로 일부 소개되고 1920년대부터 유대인의 세계정략운동

(猶太人の世界征略運動) 등의 반유대적인 책이 출판된 이래 유대인의 세계

전복과 세계경제 지배에 관한 가설은 일본인들의 유대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

미지를 부추겼다.16 세계전복이라는 음흉한 유대인 상과 일본을 도와주는 부

유한 유대인의 모순적인 이미지가 공존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1933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유대인 정

책도 모순적이었다. 이는 1938년 말, 려오는 유대인 행렬로 인해 일본정부

가 대책마련을 위해 소집한 장관회의에서 드러난다. 즉 ‘친유대적인 정책’이

라 여겨지는 1938년 12월 6일, 제1차 고노에(近衛) 내각의 ‘5명 장관회의’의 

결정은17 독일과 이탈리아와의 좋은 외교관계가 일본외교정책의 핵심이니, 

유대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행위는 근본적으로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반유대적인 인상을 피하고자 한

다. 하나는 “독일에서 유대인에 대한 과한 핍박은 우리 제국이 대변하는 모

16. 저자 사카이 가츠토키(酒井勝軍)는 1924년 이 책 외에도 유대민족의 대음모(猶太

民族の大陰謀)를 같은 출판사(内外書房)에서 출판한다.

17. 1938년 10월 7일 유럽으로부터 일본제국권에 도피해오는 유대인들에 대한 고노에 후
미마로의 지시는 유대인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거절한다는 것이었지만, 12월 6일의 결
정은 반유대적이지 않다. Kaneko, Martin. Die Judenpolitik der japanischen 

Kriegsregierung, p. 21. 1) 현재 일본, 만주, 중국에 사는 유대인은 다른 외국인과 똑
같이 대접하며 핍박하는 특별 조치는 없다. 2) 새로 일본, 만주, 중국으로 오려는 유
대인은 다른 외국인과 똑같은 여행조건에 대등하게 대한다. 3) 유대인이 일본, 만주, 

중국으로 오는 여행을 도와주기 위한 특별 조지는 없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 자산가
이거나 기술자 등 특별한 이용가치가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外務省記

録｢民族問題関係雑件 猶太人問題｣(第5巻) 원문: ｢一，現在日，満，支二居住ス

ル猶太人二對シテハ他国人ト同様公正二取扱ヒ之ヲ特別二排斥スルカ如キ處置

二出ッルコトナシ. 二, 新二日, 満，支二渡来スル猶太人二對シテハー般二外

国人入国取締規則ノ範圍内二於テ公正二處置ス. 三, 猶太人ヲ積極的二日, 満, 

支二招致スルカ如キハ之ヲ避ク, 但シ資本家, 技術家ノ如キ特二利用價値アル

モノハ此ノ限りニ非ス.｣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 청구
기호 I-4-6-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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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민족의 평등이라는 생각에 모순”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오는 것을 피해야”한다는 것이다.18 하지만 첫 번

째 이유, 즉 민족평등의 원칙은 일본이 식민지 한반도나 타이완, 만주 및 일

본국내에서 결코 민족평등의 정책을 펼친 것이 아니었으므로,  표면상의 이

유일 뿐, 미국과의 관계가 핵심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장관회의 조례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상해에서 일본의 너그러운 유대

인 정책의 다른 배경은 상해가 일본의 본토가 아니라는 점도 기여했으리라 

생각된다. 상해의 주민은 중국인이었고, 일본본토와 달리 자국민의 통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없었으므로, 그다지 까다롭게 할 필요가 없었

던 것이다. 실제 일본에 입국하려는 망명인에게는 비자가 요구되었고, 노동

계약서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물론 위의 조례가 실제로 모든 유대인 문제에 적용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19 하지만 분명한 것은 독일 및 이탈리아와 좋은 외교관계를 유지하면

서 동시에 경제적 이유에서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를 위해 일본정부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으리라는 것이다. 

반면, 유럽에서 일본은 유대인의 공식적인 비자발급 거절원칙을 고수하였

다. 이는 스기하라 사건으로 설명될 수 있다. 리투아니아의 제2도시 카우나

스에서 일본영사였던 스기하라 치우네(杉原千畝, 1900~1986)가 수천 명의 

유대인에게 일본 통과 비자를 발급한 것은 1940년 9월부터 1941년 2월까지

였다.20 ‘일본의 신들러’라고도 불리는 스기하라는 1939년 12월만 해도 일본

18. “모든 민족의 평등”을 언급한 것은 20세기 초 아시아인에게 미국이민이 제외된 것에 
대한 반응으로 1919년 4월 국제연맹이 형성되었을 때, 일본대표가 모든 국가의 국민
이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문구를 제안했으나 무시된 것과 관련이 있다. “미국
과의 관계”는 당시 중일전쟁 중 경제적 요인이 매우 중요한 이슈였으므로, 미국과의 
무역을 위해 미국유대인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Kaneko, 

Martin. Die Judenpolitik der japanischen Kriegsregierung. p. 38; 山本尚志, “亡命

ユダヤ人音楽家と在日ドイツ人音楽家をめぐる政治(1936-1944).” 紀尾井史学 23. 

上智大学大学院史学専攻院生会 2013. pp. 16-17. 

19, 1939년 2월 말 외무상 아리타 하치로(有田八郎)는 국회에서 독일과 일본의 협력을 
강조하였지만, 5월에는 독일의 유대인 핍박이 다른 나라와 긴장관계가 되므로, 일본
은 이를 피하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Kaneko, Martin. Die Judenpolitik der 

japanischen Kriegsregierung, p. 40.

20. Kaneko, Martin. Die Judenpolitik der japanischen Kriegsregierung, pp. 25-33.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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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시에 따라 폴란드 유대인에게 일본비자 발급을 거절했다. 하지만 

1940년-1941년 스기하라는 정부의 지시를 어기면서 진퇴양난에 빠진 유대인

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만약 일본 우익 학자들의 주장처럼 폴란드 유대인의 일본통행비자 발급이 

정부의 지시였다면, 당시 리투아니아뿐만 아니라, 일본외교관이 있는 다른 

지역에서도 수많은 스기하라가 나왔어야 했다. 하지만 당시 유럽에서 스기하

라가 한 명뿐이었다는 사실은 그의 비자 발급이 ‘정부의 지시를 어기고’ 행

한 것임을 증명해준다. 

물론 일본제국의 반유대인정책21이 확실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태평양 

전쟁이 발발 한 후 1942년 3월이다. 1938년 12월 6일의 5인 장관회의 조치

가 유대인을 보호하려는 제스처가 있었다면 이 새로운 규정에는 유대인 감시

의 정책이 뚜렷해진다. 이에 따르면, 일본, 만주, 중국으로 오는 유대인의 여

행은 특별한 이유 없이는 금지하고, 유대인민족은 엄격하게 감시되어야 한다

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태평양전쟁으로 인해 미국과의 우호적 관

계가 더 이상 소용없게 된 배경으로 해석된다. 

일본경찰의 엄격한 감시 조치에 의해 1942년 말 일본에 거주하는 유대인

의 수는 점차 감소하여 364명(176가정)만이 남게 되었다.22 1944년부터는 

일본에 거주하는 서구 무국적자들을 나가노현 가루이자와로 이주하게 해서 

감시했다. 가루이자와에 감금되어 살았던 피아니스트 시로타부부는 매일 일

본비 경찰의 순시를 당했다 한다(Suchy, 2006: 412-413). 

기하라는 6천 명의 유대인을 구했다고 하는데, 실제 리스트에는 2139명의 망명인(유
대인 1500여 명)의 이름이 있다고 한다. 

21. 존 다워는 일본의 반유대이즘은 독일 나치의 영향이라고 주장한다. Dower, John. 

1993. War without Mercy, Race and Power in the Pacific War. New York, pp. 

265-266. 하지만 일본의 천황제도와 그의 선택된 선민이라는 우월감 및 종족 위생학
의 국가이데올로기는 인종주의적 컨셉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독일의 영향으로만 
보기 힘들다. 일본제국은 일본 군인들에게 중국인은 짐승과 같은 종족이므로, 소나 
돼지를 죽이듯 죽여도 된다는 교육을 했고 그 결과는 난징 학살이라는 범죄에서 잘 
드러난다. 일본군인 인터뷰: BBC documentary. Timewatch.“Emperor Hirohito 

WWII” http://www.youtube.com/watch?v=9avctCl8-RY(검색일 2014. 9. 9).

22. 1942년 4월 13일에는 3월의 정책에 보완 사항이 발표되어 감시조치가 강화된다. 

Kaneko, Martin. Die Judenpolitik der japanischen Kriegsregierung. pp. 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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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상해의 경우는 더욱 심했는데, 1943년 2월 18일 상해거주 독일계 유

대인 무국적자들에게 자유로운 거주와 이동권을 박탈하였고, 3개월 이내(5월 

18일까지) 상해의 특정지역(“designated area”) 홍코우(虹口)에 이주하도록 

조치를 내린다. 1941년 11월 25일 독일정부의 유대인국적 무효화 조치로 인

해 독일과 합병된 오스트리아의 유대인 망명음악가들은 모두 무국적자가 되

었으므로 게토와 다름없었던 홍코우지역에 강제이주 당한다.23 

V. 일본제국권의 독일제국권 망명음악가

음악가들의 운명은 그나마 다른 망명인들에 비해 유리한 경우였었는데, 그

것은 ‘음악’이라는 매체 덕분이라 할 수 있었다. 상해로 온 음악인과 일본으

로 온 음악인의 상황과 운명이 비슷하면서도 달랐으므로 따로 나누어 서술하

고자 한다.

1. 상해로 온 망명음악가들

이미 언급되었듯이 망명 음악가들에게 상해라는 도피처로 떠나는 것은 생

존의 유일한 방법이었다. 마치 물에 떠내려 온 것처럼 빈털터리로 상해에 

도착한 이들은 다양한 음악적 배경을 가졌다. 이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자세

하게 서술하는 것은 지면상 불허하므로, 여기서는 상해음악문화에 미친 망명

음악인의 영향을 상상할 수 있도록 1) 상해오케스트라를 중심으로, 2) 교육

활동, 3) 대중음악분야라는 활동영역에 국한하여 짧게 요약하고자 한다. 

23. 이것이 게토였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다. 독일 게토와 달리 철조망으로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강제이주(유대인의 반수 약 7352명)와 자유이동권 박탈 등, 게토와 다름없
었다. Kaneko, Martin. Die Judenpolitik der japanischen Kriegsregierung. p.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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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해오케스트라와 망명음악가들 

동아시아 속의 서양이라 할 수 있는 상해 조계지에 그나마 영국인, 이탈리

아인, 프랑스인, 러시아인들을 중심으로 약 60명 정도의 음악가들로 구성된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있었다는 것은 망명음악가들에게 사막의 오아시스 같

은 것이었다. 이탈리아인 지휘자 마리오 파시(Mario Paci)가 이끄는 이 상해

시립 오케스트라(공식 명칭: Shanghai Municipal Orchestra)는 1879년에 퍼

블릭 밴드로 시작하여 1922년 오케스트라의 모습을 지니게 되었다. 러시아혁

명으로 하얼빈과 상해로 흘러온 백계 러시아 출신의 연주자들이 오케스트라 

멤버의 60%를 차지했다(榎本泰子, 2006: 141). 여기에 독일계의 실력 있는 

망명음악인들이 가세하게 되었다. 백계러시아인들의 텃세와 견제가 심했지만, 

뛰어난 망명음악인들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빈 출신 페르디난트 아

들러는 오케스트라의 콘서트마스터가 되었고, 첼리스트 오이겐 빙클러(Eugen 

Winkler)도 첼로그룹의 리더가 되었다.24 발터 요아힘, 볼프강 프랭켈도 현

악파트에서 활동했고, 베를린 출신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인 헨리 마르고렌

스키는 종종 객원지휘를 했다. 이들 망명음악가들의 참가로 인해 레퍼토리에

도 변화가 있었다. 이전에는 이탈리아인 지휘자의 취향에 따라 주로 롯시니, 

비발디, 레스피기 등 이탈리아 음악을 자주 연주했다면, 독일제국권의 망명

음악인들이 온 이후, 브람스, 코다이, 슈트라우스, 모차르트, 비제 등 레퍼토

리가 다양해졌다. 독일에서는 금지되었던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e단조)

도 망명인 아들러의 독주에 의해 연주되었다(Stompor, 1994: 720).

오케스트라 멤버는 악기별로 국적이 다른 현상이 있었는데, 현악기는 리더

가 독일인, 그 외는 소수의 백계러시아인, 젊은 중국인들로 구성되었다. 목관

악기의 경우는 이탈리아인들로만 구성되었고 금관악기는 독일인, 타악기는 

대다수 필리핀 음악가들이었다.25 실로 글로벌한 다국적 오케스트라의 연주

회는 매주 일요일 오후에 개최되었다.

24. “Alfred Dreifuss: Zeitungsartikel Shanghai 1939-46”(함부르크대학 망명연구센터 자
료Box 2에 소장), 또는 Stompor, Stephan. Künstler im Exil, p. 714 참고.

25. 미국식 음악훈련을 받은 필리핀 음악가들은 유럽음악가들에 비해 싼 보수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Stompor, Stephan. Künstler im Exil, p.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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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음악가들의 운명과 직결되었던 오케스트라의 운명은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경제적, 정치적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된다. 1943년 11월부터 일본인들의 

단체인 상해 음악협회에 의해 통제되었고,26 이후 일본지휘자에게도 기회가 

주어졌다. 1943년 12월부터 1944년 1월까지 상해오케스트라를 지휘한 일본

인은 교토에서 러시아 망명인 에마누엘 메터(Emmanuel Metter)에게 배웠던 

아사히나 다카시였다. 그가 지휘한 10회의 연주회 레퍼토리는 주로 모차르

트, 베토벤, 바그너 등의 동맹국 독일음악 중심이었다.27 이미 언급했듯이, 발

터 요아힘이나 볼프강 프랭켈, 페르디난트 아들러, 헨리 마르골린스키 등 무

국적자가 된 유럽 유대인 망명음악가들은 1943년 5월 18일까지 소위 홍코우 

게토에 강제 이주했지만, 연주회 등 바깥활동을 위해 특별 허가서를 받아 외

출이 가능했다. 물론 게토 안에서도 음악활동은 이어졌다. 예를 들면, 헨리 

마르골린스키는 성악가인 부인 이레네와 함께 게토로 강제이주 당한 후인 

1943년 11월 27일, 게토의 음악인들로 구성한 갈라 콘서트를 지휘하여 일본

인들에게 망명자들의 문화적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다.28  

2) 중국인 제자들의 육성

독일어권의 실력 있는 망명음악인들은 상해 국립음악학교나 상해 성 요한

(聖約翰)대학교, 국립 후지안(福建) 음악학교 등에서 중국인들을 양성할 수 

있었다. 피아노 교수로 에르빈 마르쿠스(Erwin Marcus), 바이올린교수는 알

프레드 비텐베르크, 페르디난트 아들러, 첼로교수 요한 크라우스(Johan 

26. 澤田稔. “大陸情報.” 音楽之友. 第2巻 第9号. 1942年 9月. pp. 115-116. 

27. 1944. 1. 16. 제9회 심포니 콘서트.프로그램: 브람스, 베토벤, 바그너. 지휘자: 아사히
나 다카시, 바이올린 솔로: 페르디난트 아들러(출처: 도쿄예술대학 도서관 구사카리 
요시토 컬렉션). Junko, Iguchi. “Osaka and Shanghai.” pp. 291-292 참고.

28. 1939년 3월 30일 상해에 도착한 이래 망명인들 사이에서 상해의 “최고 망명음악가”

로 대접받으며 상해국립음악학교에서 가르치거나 상해오케스트라의 객원지휘자로 활
동했던 헨리 마르골린스키(1902~1980)는 독일에서 밤베르크의 시립극장 지휘자로 활
동하였고, 영화사 우파(UFA)에서 영화음악 관련 일을 한 경험으로 상해에서 다양한 
활동이 가능했다. 성악가인 부인 이레네도 활발한 음악활동을 했는데, 자비네 라프와 
리자 로비체크와 함께 한 <오페라 아리아밤 연주회>는 망명인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Shanghai Jewish Chronicle, 1941. 4. 26일자. Stompor, Stephan. Künstler 

im Exil. pp. 720-72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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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uss), 발터 요아힘, 성악교수 리사 로비체크(Lisa Robitschek), 자비네 라

프(Sabine Rapp), 요세프 프루흐터(Josef Fruchter), 막스 바르샤우어(Max 

Warschauer), 프리츠 필립스보른(Fritz Philippsborn) 그리고 작곡이론 교수

로 볼프강 프랭켈, 율리우스 슈로스, 카를 슈타이너가 상해국립음악학교에서 

가르쳤다.29 

물론 이들 독일어권 음악인들은 중국어를 할 수 없었지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음악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더욱이 중국학생들은 음

악을 배우기 위해 독일어를 배웠으므로, 기악보다 언어소통이 더 중요한 음악

이론이나 작곡분야에서도 독일음악인들이 가르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수업에

서 “Harmonielehre(화성학)”나 “Grundlagen des linearen Kontrapunkts 

(선적 대위법의 기초)”와 같은 독일어 책으로 공부하기도 했다.30 

특히 베를린 출신 작곡가로서 상해의 중국인들에게 교육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작곡가 볼프강 프랭켈이다. 그는 1938년 크리스탈 밤 사건 후 

체포되어 작센하우젠 수용소에 복역했지만, 모친이 아리아인이라는 것이 증

명되어 (바로 독일을 떠나야 하는 조건으로) 풀려났다.31 프랭켈은 1939년 5

월 상해 도착 후, 상해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할 뿐 아니라, 1941년 여름부터는 

상해국립음악학교에서 음악이론, 분석, 화성 및 작곡을 가르쳤다. 특히 그에

게 쇤베르크악파의 12음 음악을 배웠던 제자 상 통(桑桐)은 1947년 12음기

법으로 아시아에서는 최초의 12음 음악을 작곡했다.32 프랭켈은 서양음악을 

맹목적으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인의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함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23명의 중국인 제자들로부터 존경 받았다.33

29. 汤亚汀. 上海犹太社区的音乐生活(1850~1950，1998~2005). 上海音乐学院出

版社. 2007. pp. 163-167. 진내량. ｢중국의 서양음악 수용연구(1920~1949년)｣. 서울
대 박사학위논문 2013. pp. 61-62 재인용.

30. Utz, Christian. 2004. “Cultural Accommodation and Exchange in the Refugee 

Experience: A German-Jewish Musician in Shanghai.” Ethonomusicology Forum, 

13(1), p. 133.

31. Utz, Christian. “Wolfgang Fraenkel”(2006), http://www.lexm.uni-hamburg.de/ 

object/lexm_lexmperson_00001444;jsessionid=39AD319F55B2ECA41C855E3898B9

C370?wcmsID=0003(검색일 204. 9. 9).

32. Utz, Christian. “Cultural Accommodation and Exchange in the Refugee Experience.” 

pp. 133-134.



 독일제국권에서 일본제국권으로 온 망명음악가 연구   17

또 바이올리니스트 비텐베르크도 중국인 제자를 많이 키웠는데, 바이올린 

제자 뿐 아니라 피아노제자도 육성했다. 주요한 제자로 쳉 진루안(郑金銮), 

탕 슈 첸(谭抒真), 도우 리순(窦立勋), 양 위밍(杨一鸣) 등이 있다.34 비텐베

르크가 자신의 전공 외 피아노를 가르쳤음은 망명인들에게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었다. 특히 멀티플레이어였던 프랭켈은 바이올린, 비올라, 피아노, 지휘, 

음악이론, 작곡, 실용음악편곡 등 여러 분야에서 필요에 따라 연주하거나 가

르칠 수 있었다. 이것은 동아시아에서 살아남기 위한 망명음악인들의 생존의 

테크닉이었다.  

망명인들이 가르친 제자들은 중국인 교향악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예

를 들면, 프랭켈이 지휘한 중국교향악단의 심포니 콘서트(1946년 3월 1일)에

는 쟝 닝헤(張寧和) 등 프랭켈의 제자들 뿐 아니라, 탕 슈 첸과 같은 비텐베

르크의 제자들도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35

3) 대중음악으로 살아남기

상해오케스트라에는 백계러시아인 음악가들의 견제가 심했고, 인원수가 제

한되었으므로, 실력이 확실하게 인정되는 소수의 독일계 음악인들을 제외한 

대다수 무명음악가는 각자 다른 곳에서 살 길을 찾아야했다. 주로 대중음악

의 수요가 있었던 곳은 호텔이나 레스토랑, 바, 카페, 댄스홀, 백화점 그리고 

다양한 클럽 등이었는데, 대다수 망명음악가(아마추어음악가도 포함)에게 연

주의 기회와 수입의 기회를 주는 곳이었다. 원래 유럽에서부터 대중음악활동

을 했던 지그문트 로드만(Siegmund Rodmann), 오토와 베른하르트 루프

(Otto & Bernhard Ruff) 형제, 헨리 로세티(Henry Rossetty), 마르쿠스 카

츠(Marcus Katz) 등의 음악가들 뿐 아니라, 클래식음악을 전공했던 음악가

33. 그의 제자로는 딩 샹데(丁善德), 뎅 에르징(鄧爾敬), 상동(桑桐) 등으로 중국 음악엘
리트들의 대다수를 형성한다. 위의 논문 p. 132.  

34. Eory, Martina. “Zur Rolle der Musik für zentraleuropäische jüdische Flüchtlinge 

in der Diaspora Shanghai.” Wien대학교 석사논문. 2009. p. 43.

35. 콘서트 프로그램(출처: 바이에른 국립도서관, Abteilung Handschriften und Seltene 

Drucke, ANA 496). Utz, Christian. “Cultural Accommodation and Exchange in 

the Refugee Experience.” p. 12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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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도 돈을 벌기 위해 가벼운 세미 클래식에서부터 왈츠, 오페레타 및 재즈음

악까지 연주했다. 예를 들면, 첼리스트 발터 요아힘은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경계를 넘나들었는데, 그는 상해오케스트라에서 첼로를 연주하고, 상해 국립

음악학교에서 클래식음악을 가르쳤지만, 동시에 카페에서 유흥음악도 연주했

다. 그가 상해오케스트라에 입단하게 된 것도 상해의 한 댄스홀에서 지휘자 

포아가 우연히 그의 연주를 들었던 것이 계기가 되었다(榎本泰子, 2006: 

200). 물론 빈출신의 피아니스트 카를 슈타이너처럼 생존을 위해 대중음악연

주를 하였으나,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하여 그만두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나

치 수용소 다하우에 수용(1938. 12~1939. 4)되었다가 프랑스에서 살던 삼촌

의 도움으로 석방된 후, 1939년 상해로 망명한 슈타이너는 대중음악을 나쁜 

음악으로 퇴출시켜야 한다고 믿었고, 쇤베르크의 12음악과 같은 현대음악이

야말로 추구해야 할 가치로 여겼다. 그는 피아노레슨으로 생계를 유지했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차라리 유대인구호단체의 도움을 받았다.36 

하지만, 대부분의 대중음악가들은 슈타이너와 달리 돈을 벌수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든 연주했는데, 이미 대중음악분야를 장악한 러시아음악인들과 싼 

임금에도 연주하는 필리핀 음악가들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했으므로, 음악적, 

미학적 문제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다. 1940년 6월 초 상해에 도착한 지그

베르트 보로버(Siegbert Borower)는 상해의 여러 바에서 대중음악을 연주하

며 생계를 꾸려갔고, 헤르만 알렉산더 (Hermann Alexander)는 1939년 9월 

상해에 도착한 후 1944년까지 상해의 메리 카페에서 피아니스트로 일했다.

1920년대부터 하얼빈에서 몰려온 러시아 음악가들의 활약으로 이미 상해

의 일상은 아시아 속 서구도시의 분위기가 짙었지만, 1930년대 말부터 독일

제국권에서 려온 음악가들이 상해의 카페, 바, 댄스홀, 호텔, 레스토랑 등

에서 유럽의 인기 오페레타, 왈츠, 유명오페라 곡들을 연주함으로써 유럽적 

분위기를 더욱 짙게 만들었다. 이런 분위기를 즐겼던 중국인과 일본인(1944

년 현재 10만 명 이상 거주)은 연주홀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유럽음악

36. Grab, Alfred. 2006. “Karl Steiner.” http://www.lexm.uni-hamburg.de/object/lexm_ 

lexmperson_00001389;jsessionid=D8ED117A9E8231BA8C86752156EB6B99?wcms

ID=0003(검색일: 201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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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라이브음악을 들을 수 있었는데, 특히 일본인들에게는 큰 인상을 주었

다. 1944년 중국인과 일본인의 문화적 연합이라는 문화정책의 임무를 띠고 

파견된 일본인 다케다 다이쥰(武田泰淳)은 자서전적 소설 상해의 반딧불(上

海の螢)에서 당시 상해에서는 도쿄와 달리, 백인과 아시아인이 얽혀 이루

어낸 예술이 있었다고 회고하고 있다(武田泰淳, 1976: 24). 

대중음악은 상해의 ‘밤문화’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지만, 예술음악경

우와 달리 정식 교육기관이 없었고, 대체로 러시아음악가들이 거의 장악하다

시피 했으므로 독일제국권의 망명음악가가 남긴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

으로 추정되는데, 더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37

2. 일본 본토의 망명음악가들 

1938년 말부터 상해에는 독일어권 음악가들이 갑자기 증가하는 현상을 보

이지만, 일본에서는 이미 그 이전에도 독일어권 음악가들의 영향력이 강했다

고 할 수 있다. 초일류음악가들이 거의 미국으로 망명한 것과 달리, 능력도 

있고 이름도 있지만, 국제적 명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음악가들은 일

본의 기관과 계약을 맺고 비자를 받고 왔다. 이런 관습은 메이지 시기로 거

슬러 올라간다. 근대일본교육을 위해 일본은 서양음악을 매우 중요한 매체로 

여기고 음악교육을 위해 독일의 음악가(예를 들면 빈 출신의 루돌프 디트리

히 Rudolf Dittrich)를 초빙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1930년대 나치독일과 일본의 문화적 교류가 더욱 견고해지고 일본

에는 수적으로 소수였지만, ‘독일 음악가’라는 오리지널리티를 담보하는 상

징성과 실력을 가지면서 독일어권38 음악가들은 일본음악계에 영향력을 행사

했다. 일본 외무성의 1944년 문서에 따르면, 독일어권 음악가들은 세 카테고

37. 상해에서 캬바레의 인기가 높았지만, 베를린이나 빈의 방언을 잘 이해하는 소수들만
이 향유할 수 것이어서, 중국인이나 일본인이 즐기기에는 언어적 문화적 벽이 너무 
높았다.

38. 여기에는 독일아리아인 음악가나 유대인 망명음악가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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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로 분류되었다.39 (편의상 이 세 카테고리를 이하 ①, ②, ③으로 표기함) 

②번과 ③번의 경우가 망명음악가에 속하는데, 상해와 달리 이 명단에는 대

중음악가는 한 명도 없고 모두 예술음악분야 전문가들이다.

① 독일 국적의 (아리아인)음악가들

지휘자 헬무트 펠머 Helmut Fellmer

지휘자/작곡가 만프레드 구르리트 Manfred Gurlitt

합시코드 연주자 에타 하리히-슈나이더 Eta Harich-Schneider

성악 리아 폰 헤서르트 Ria von Hessert

피아니스트 마리 크레머 Mary Kremer

피아니스트 나다야 로레나 Nadajda Lorena

피아니스트 파울 숄스 Paul Schols

② 독일국적이 소멸된 음악가들

피아니스트 레오니드 크로이처 Leonid Kreutzer 유대인

성악가 마르가레테 네트케-레뵈 Margarette Netke-Loewe, 유대인

지휘자 요셉 로젠슈톡 Joseph Rosenstock 유대인

피아니스트 레오 시로타 Leo Sirota 유대인

③ 독일국적을 보유하지만, 독일대사관과 무관한 음악가들

바이올리니스트 루돌프 페취 Rudolf Fetsch
1/2 유대인이고, 부인도 

유대인임

지휘자/작곡가 클라우스 프링스하임 Klaus Pringsheim 1/2 유대인

성악가(베이스) 헤르만 부허페니히 Hermann Wucherpfennig 독일인이지만 부인이 유대인

1) 일본의 유대인 망명음악가들

상해망명음악가들보다 먼저 일본으로 온 독어권 음악가들은 연주회를 가

진 후 일본음악인의 추천으로 정착한 경우가 다수였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39.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 청구기호 I-1-1-0-1-3(1944.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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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 망명음악인들보다 탁월한 이력을 가졌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베

를린 음악학교의 유명한 피아노교수였던 레오니드 크로이처(②에서 보듯이, 

러시아 태생이지만 독일국적)는 1933년 일본에 연주여행을 왔을 때 일본음

악가 고노에 히데마로(近衛秀麿)의 권유로 도쿄음악학교의 교수가 된다. 

1942년 독일국적의 무효로 크로이처는 1944년 대다수 외국인과 무국적자가 

가루이자와에 수용되었을 때, 프링스하임과 같이 일본여자대학교 강당에 수

용되었다.40 전후 크로이처의 연주는 (세계적 지휘자) 오자와 세이지가 지휘

자가 되고자 한 동기를 부여했다.

크로이처에 못지않는 세계 정상급 피아니스트 레오 시로타(우크라이나 출

신이지만, 독일국적)는 일본으로 오기 전 빈에서 활동했다. 1900년대 초 유

럽 최대 음악가 중 한 명이었던 페루치오 부소니(Ferrucio Busoni)와 함께 

연주할 정도로 인정을 받았지만, 유대인이었던 시로타의 음악적 장래는 어두

웠다. 1929년 일본에서 연주회를 가진 후, 야마다 고사쿠(山田耕筰)의 권유

로 일본에 머물면서 (16년간) 활발한 연주활동과 교육활동으로 존경받았으

나, 그 역시 무국적자로서 1944년 가루이자와에 감금되었다. 그의 여권에는 

빨간색 잉크로 “J”(Jew의 약자)라는 도장이 찍혀 있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일본경찰의 감시를 받았다.41 

크로이처, 시로타와 비슷한 명성을 지닌 지휘자 요셉 로젠슈토크는 공석이 

된 일본의 신교향악단(新交響楽団: 약칭 신향) 상임지휘자 공채에서 독일정

부가 제안한 발터 마이어-기조브(Walter Meyer-Giesow), 헤르만 헨체

(Hermann Henze), 헬무트 티어펠더(Helmuth Thierfelder)를 물리치고 선정

된 실력자였다.42 태평양전쟁 막바지인 1944년 외국지휘자의 공식연주가 금

40. 삭막한 생활에서 그곳에 있었던 피아노를 치고자 했으나, 금지되었는데, 이유는 “피
아노 음으로 적군에게 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한다. 山本

尚志. “亡命ユダヤ人音楽家と在日ドイツ人音楽家をめぐる政治(1936-1944).” 

紀尾井史学, 23. p. 20. 

41. 유대인 음악인의 수난에 대해서 早崎えりな. ベルリン 東京物語 ― 音楽家クラ

ウス・プリングスハイム . 音楽之友社. 1994. pp. 242-247.

42. 발터 마이어-기조브는 당시 크레펠트 시립극장의 지휘자였고, 헤르만 헨체는 1933~ 

19334년 괴팅엔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였으며, 헬무트 티어펠더는 당시 비스바
덴 국립극장의 지휘자였으나, 1938년부터는 하노버의 니더작센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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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되고 일본인만이 지휘를 할 수 있게 되자, 시로타와 마찬가지로 가루이자

와에 감금되었던 로젠슈토크는 1945년 5월까지 도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습을 뒤에서 지도할 정도로 일본인의 신뢰를 받았다.43 

카테고리 ②에서 유명세에서 떨어지는 마르가레테 네트케-레뵈는 브레스

라우 출신 여류성악가로 1924년 연주회를 위해 일본에 왔다가 도쿄음악학교 

성악교수가 되었다. 노르웨이출신 음악가 한카 쉬젤더룹 페촐드(Hank 

Schjelderup Petzold)의 후임44이 되어 1931년까지 가르치고, 그 이후는 사

립 구니타치 음악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일본뿐 아니라, 만주, 중국으로 연주

여행을 했다. 그녀도 시로타, 크로이처, 로젠스톡처럼 처음 일본에 왔을 때는 

망명자가 아니었으나, 1933년 이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망명음악가가 된 

음악가 중 한명이다.

이것은 카테고리③에 속한 음악가 클라우스 프링스하임도 그렇다. 구스타

프 말러(Gustav Mahler)의 제자이자 토마스 만(Thomas Mann)의 처남인 

그는 뮌헨의 반유대적 분위기를 피해 1931년 일본에 온 이후 도쿄음악학교

의 교수로 있으면서 말러의 음악이나, 브레히트/바일의 학교오페라 <예스

맨>(Jasager) 등을 초연하였다. 일본음악비평가 노무라　고이치(野村光一)는 

“우에노 음악학교 개교 이래 처음으로 진짜 전문가 같은 지휘자를 영입했다

는 생각이 든다”라고 잡지 月刊樂譜(1932년 1월호)에 적고 있다. 하지만, 

1937년 프링스하임의 계약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게 되는데, 일본음악계에 

유대인의 영향이 큰 것을 우려한 독일 쪽의 압력 때문으로 추정된다.45 

카테고리 ③의 음악가 헤르만 부퍼페니히는 소프라노인 부인 이르마 라벤

지휘자로 장기 집권한다. Schauwecker, Detlev. 1994. “Musik und Politik. Tokyo 

1934-1944”; Krebs, Gerhard and Bernd Martin(Ed.). 1994. Formierung und Fall 

der Achse Berlin-Tokyo. München. p. 243.

43. 일본심포니 오케스트라는 1945년 6월까지 훈련시켰다(Krebs and Martin, 1994: 

250). 

44. Schauwecker, Detlev. 2007. “Hank Schjelderup Petzold(1862-1937) - Eine 

norwegische Musikerin im Japan der Taisho-Jahre.” 外國語敎育硏究. 13호. 關

西大學. pp. 57-58.

45. 실제로 1935년 9월 독일대사가 베를린 정부에 보고한 내용에 프링스하임에 대한 독
일 측의 압력이 암시되어 있다. 독일 외무성 정치 문서보관소(Politisches Archiv) 문
서 AA/PA, IV Ja 14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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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ma Raven)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독일대사관의 냉대를 받았으나 독일국

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1932년부터 도쿄음악학교에서 1953년까지 성악을 

가르칠 수 있었다. 부인이 유대인인 경우는 지휘자, 피아니스트, 작곡가인 루

돌프 페취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오사카에서 활동했던 요셉 라스카(Joseph 

Laska, 아래 설명 참조)의 후임으로 1937년부터 다카라즈카 음악학교와 오

페라학교에서 가르쳤고, 오사카 라디오방송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면서 전쟁시

기를 살아남았다. 

다른 한편, 1944년 이전에 일본을 떠났으므로 위의 문서에서 언급되지 않

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망명음악가로 1937년부터 1941년까지 도쿄 음악학교

의 첼로 교수였던 로만 두크손(Roman Dukson), 오사카에서 활동했던 지휘

자 요셉 라스카, 빈 출신 바이올리니스트 칼 립레히트(Karl Liebrecht), 1930

년부터 1937년까지 도쿄 음악학교 바이올린 교수였던 빈 출신 로버트 폴락

(Robert Pollak), 1936년 일본에 와서 1938년까지 도쿄음악학교에서 피아노 

교수로 활동했던 파울 바인가르텐(Paul Weingarten)46 등이 있다. 이들은 계

약이 연장되지 않았거나 고발로 인해 1944년 이전에 일본을 떠났는데, 특히 

요셉 라스카의 운명은 기구하다. 그는 1차 대전 때 러시아 전쟁포로가 되어 

블라디보스톡까지 오게 되었고, 그 후 고베에 체류하면서 다카라즈카 오케스

트라를 발전시켰다. 150회 이상의 연주회를 지휘하였지만, 1935년 모스크바 

음악제 참석 후 공산주의자라는 이유로 일본에의 재입국이 거절되었다. 그를 

고발한 독일인은 다나베 히사오(田辺尚雄)의 제자인 음악학자 한스 에카르

트(Hans Eckardt)였다. 라스카는 1936년부터 1945년까지 나치수용소(다하우

와 슈트라우빙)에 수용되었다(Suchy, 1995: 312).

2) 애매한 경우: 망명음악가인가, 친나치 음악인인가?

카테고리 ①에서 언급된 독일 음악가 중 반다 란도브스카(Wanda 

46. 빈에서 귀도 아들러(음악이론)와 에  폰 자우어(Emil von Sauer, 피아노)에게 배웠
던 파울 바인가르텐은 1938년 오스트리아로 귀국하지만,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합병
으로 생명이 위험해진다. 마리아 테레지아 여왕의 딸인 안나 마리아 요세파 엘리자벳 
폰 바티아니 슈트라트만(Anna Maria Josefa Elisabeth von Batthyány Strattmann)과 
결혼하여 전쟁과 핍박을 피해서 살아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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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owska)의 제자였던 에타 하리히-슈나이더와 위의 표에서 언급되지 않았

지만, 1937년 프링스하임의 후임으로 도쿄에 온 단치히의 총음악감독 한스 

슈비거(Hans Schwieger)는 공식적으로는 독일정부가 보낸 음악가들이지만, 

친나치 음악인이라 보기 힘든 경우이다.

쾰른 출신인 한스 슈비거는 유명 지휘자 에리히 클라이버(Erich Kleiber)

의 조수로 전도양양했지만, 1932년 유대인 엘리자베트 불레멘달(Elisabeth 

Bloemendal)과 결혼한 후, 그의 연주회는 늘 나치들의 난동장이 되었고, 그

의 계약은 연장되지 못했다. 결국 부인의 제안으로 1935년 이혼한 후, 단치

히의 총음악감독(1936), 베를린 국립 오페라 상임지휘자(1938~1941년)자리

를 제안 받는 등 다시 출세가도를 달렸지만, 그는 부인과의 재결합을 위해 

1937년 도쿄음악학교 교수로 일본에 온다. 공식적으로 독일정부에서 (프링스

하임의 후임으로) 보낸 지휘자였지만, 슈비거는 미국으로 가는 발판으로서 

일본을 이용하여 결국 1938년 3월 캘리포니아로 가서 부인과 재결합한다.47

다른 한편, 에타 하리히-슈나이더는 1932년부터 1940년까지 베를린 음악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였으나, 동료 작곡가 파울 힌데미트(Paul Hindemith)

가 나치의 공격을 받아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를 옹호하였다. 1937년 해고

된 힌데미트는 1940년 미국 망명을 떠났고, 하리히-슈나이더도 정치적 문제

를 이유로 1940년 해고되었다(Harich-Schneider, 2006). 마침 일본주재 독

일대사관의 초빙을 도피의 기회로 삼아 도쿄로 온 그녀는 일본에서 살아남기 

위해 일본어와 일본전통음악을 배웠다. 한동안 소련 스파이였던 리하르트 조

르게(Richard Sorge)의 애인이기도 했는데, 전쟁이 끝난 후, 하리히-슈나이더

는 일본전통음악 전문가가 되어 일본음악미학을 서구에 알리는 데 기여한

다.48 공식적으로 독일대사관과 협력하였고, 독일 정부가 보낸 음악인이었으

47. 그의 미국으로의 망명에 대해서 독일에서 방송되었다. Lange, Peter. 2007. “Der 

Dirigent Hans Schwieger – eine Spurensuche.” Deutschlandfunk. Köln(2007. 6. 

26).

48. 1949년 뉴욕유학을 떠나 일본음악에 관한 논문(The relations of foreign and native 

elements in the development of Japanese music – a case study)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다. Harich-Schneider, Eta. 2006. Impressionen aus Japan 1941-1957. München: 

IUDICIUM.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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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녀의 행적은 친나치 음악인으로 보기 힘든 경우이다. 

그런가 하면 망명음악가로 취급받는 만프레드 구르리트가 일본문서에는 

카테고리①에 속해있는 것도 애매하다. 그는 망명음악가로 일본에 왔으나, 

아리아인음악가로 둔갑하여 독일대사관의 지원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독일

에서 1920년대 최연소자로서 브레멘 음악 감독이 되었던 구르리트는 1933년

에 나치당원이 되었지만, 1937년 그가 유대인 혈통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당

에서 제명되었다. 구르리트가 1939년 생존을 위해 일본으로 도피한 망명음악

인이라는 것은 함부르크 국립 문서보관소에 남겨져 있는 그의 절박한 편지 

(1938~1939)49에서 읽어낼 수 있다. 하지만 1944년 독일국적이 말살되지 

않고 여전히 독일국적인 것은 독일대사관과 긴 한 관계가 있었기에 가능했

는데,50 이에 관해 자세한 내용은 지면상 다음 기회에 서술하고자 한다.

3) 일본음악문화에의 영향

망명음악인들은 일본에서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해 여러 가지 형태로 영향

을 미쳤는데, 먼저 세계적인 수준의 음악가가 되고자 하는 일본의 전문음악

인에게 중요한 체험과 자극을 제공했다. 상해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면서 독일

망명음악가들과의 접촉으로 자신의 기량을 닦은 아사히나 다카시(朝比奈隆)

는 이 경험으로 전후 서구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일본인으로 두각을 드러냈

다. 또한 망명 피아니스트 크로이처가 지휘하는 베토벤 5번 교향곡을 듣고 

감명 받아 지휘자로의 길을 갔던 오자와 세이지(小澤征爾)는 60년대 세계적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유명인이 된다. 뿐만 아니라 오자와의 스승 사이토 

히데오(齋藤秀雄)도 망명지휘자 로젠슈톡과의 만남으로 음악적 인생이 달라

49. 그가 일본으로 오기 위해 고노에 히데마로와 도쿄음악학교 교장에게 쓴 자필 편지가 
독일 함부르크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있다(Handschrift Sammlung: B 16:1, B 

25:30).

50. 헬무트 펠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태평양전쟁이후 공식석상에서의 외국인 지휘의 금
지원칙이 도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 활약하던 만프레드 구르리트에게도 적
용되자, 독일대사관은 일본과 독일의 상호 문화교류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한다. 日

本 外務省外交史料館, 청구기호 I-1-1-0-1-3. 독일에서는 고노에 히데마로, 스와 네
지코(諏訪根自子), 안 에키타이 등 일본음악가가 공식적으로 연주회를 지휘하거나 
연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Schauwecker, Detlev. “Musik und Politik. Tokyo 

1934-1944.” p.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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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던 경우이다.51 1930년 독일유학을 하고 귀국하고 신향에서 첼리스트로서 

활약했던 사이토에게 1936년부터 신향의 지휘자가 된 로젠슈토크의 지도방

법은 사이토가 전후 자신의 음악지도방법을 개발하여 큰 성공을 거두는 데 

중요한 모델이 되었다. 

로젠슈토크의 영향은 사이토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1944년부터 일본

의 오케스트라 지휘는 일본인에게만 허락하는 정책으로 로젠슈토크가 공식

석상에서 지휘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을 때, 오타카 히사타다(尾高尚忠)와 야

마다 가즈오(山田一雄)가 그를 대신하여 신향을 지휘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연습 중 뒤에서 로젠슈토크의 지도를 받아 전후 아사히나와 함께 중

요한 일본지휘자가 되었다. 특히 오타카는 지휘자로서 활약하기 이전에 망명

음악가 프링스하임에게서 작곡이론을 배웠고, 레오 시로타에게서는 피아노를 

배웠던 경험이 있었다. 독일유대인에게 배운 실력을 기초로 그는 (일본인을 

위한) 빈의 작곡상을 받아 1939년에는 나치 치하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

트라와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기회를 각 1회씩 가지게 된다.52 

이로써 오타카는 나치제국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5인의 

일본인 중 한 명이 된다.53 

망명음악인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분야는 음악교육이었는데, 

도쿄음악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에서 일본학생들을 가르쳤을 뿐 아니라, 개

인 교습을 통해서도 젊은 음악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프링스하임에게 

직접 배운 일본음악가들 중에는 기요시 야스지(清瀬保二), 아베 고메이(安部

幸明), 후지야마 이치로(藤山一郎), 히라이 고자부로(平井康三郎) 등 이름 

있는 음악가만 14명이 있다.

피아니스트 레오 시로타도 유명한 재즈피아니스트 마츠야 미노루(松谷穣)

51. 지휘자 오구라 로(小倉朗)도 그러한데, 로젠슈토크에게 베토벤음악 지휘를 제대로 배
웠다고 한다.

52. 오타카는 1939. 12. 19. 베를린 필에서 일본음악가들의 작품으로 연주회를 지휘하였
고, 1939. 12. 2.에는 빈 필로 자신의 작품을 연주했다. 이경분. 잃어버린 시간 
1938~1944(안익태). 휴머니스트 2007. pp. 152, 155.

53. 다른 4인은 기시 고이치(貴志康一), 야마다 고사쿠, 고노에 히데마로, 안 에키타이 
(일본인으로서 지휘하였으므로 포함시킨다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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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롯해, 소노다 다카히로(園田高弘), 도요마스 노보루(豊増昇), 하얼빈에

서 출생한 아나토리 이바노비치 베데르니코프(Anatoly Ivanovich Vedernikov), 

후지타 하루코(藤田晴子)등을 도쿄음악학교에서 가르쳤거나 개인교습하였다.

마찬가지로 도쿄음악학교 교수였던 레오니드 크로이처도 야시로 아키오

(矢代秋雄)를 비롯하여 무로이 마야코(室井摩耶子), 다나카 기요코(田中 希

代子), 이구치 아키코(井口秋子) 등을 피아니스트로 교육하였고, 이들 일본

인 피아니스트들은 다시 수많은 제자들을 키워내어 망명음악인들의 영향은 

일본 예술음악계의 한 부분을 확실하게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VI. 끝맺으며

결론적으로 나치제과 일본제국을 연결하는 길은 나치제국의 손아귀에서 

도피하여 피난처를 찾아온 망명음악가들에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그렇다고 일본제국이 전적으로 망명지였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망

명인의 도피처로서 상해와 일본의 차이점은 시기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

다. 상해의 경우, 1943년 이전에는 유럽음악인들에게 ‘전적으로 망명지’였다

고 한다면, 게토가 설치되는 이후에는 독일 동맹국으로서 일본의 통제가 강

해졌다. 이에 비해 일본본토는 1933년부터 독일대사관의 통제가 직접, 간접

으로 있었고, 동맹국 독일제국의 영향이 상해보다 상대적으로 컸다. 일본본

토는 망명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치의 영향권이 공존하는 장소이기도 했

다. 일본에서의 망명음악인들은 훨씬 정치적으로 동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컸고, 일본학생들을 가르치고, 음악활동을 하며 일본 프로파간다에 기여한 

측면이 있었다(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다른 기회에 서술할 것이다).  

이에 비해 상해의 유럽망명음악인들은 중국학생들을 가르치고 중국인들의 

편에서 활동하였으므로, 일본제국과의 협력이나 프로파간다에 기여할 가능성

은 상대적으로 그리 크지 않았다. 중국에 거주하는 독일 나치당원들마저도 

히틀러에게 일본의 만행을 고발하고 일본에 저항했던 것은 존 라베(J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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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be)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다.54 물론 상해의 망명인들이 일본선전 영화음

악을 편곡하는 등 일본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고, 1942년부터는 

완전히 일본의 통치하에 놓였으므로 경우에 따라 협력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미미했다.

상해로 온 음악인들은 실력 있는 엘리트 음악인이라 해도 거의 무명이었

던 반면, 일본으로 온 경우는 나치제국 성립이전에 온 경우가 많았고, 초빙의 

형식으로 계약서가 있었으므로, 상대적으로 화려한 이력의 음악인인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제2차 대전이 끝난 후, 대다수 일본 망명음악가들은 고향보다 미

국으로 떠나길 원했다는 점에서는 상해의 음악가들과 차이가 없었다. 대다수

가 떠남으로 해서 이들이 동아시아에 남긴 영향력은 미국망명인들이 미국에 

남긴 것에 비하면 미미해 보인다. 미국은 이미 1933년부터 유럽의 최고 지

성, 최고 예술가, 학자들의 망명을 수용하는 땅이었고, 전후에도 그 흐름은 

한 동안 계속되었다. 미국이 전후 뉴욕을 중심으로 예술과 세계 지성을 이끄

는 리더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전전시기 유럽보다 후진적이었던 미국

음악문화는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게 되었다. 최고 음악학자, 연주가, 이론가

들의 망명으로 미국 곳곳에 음악학교가 세워지고, 수준 높은 연주회가 곳곳

에서 개최되었다. 반면, 동아시아에는 (일본에서 활동한 망명음악가는 상해와 

비교할 때 훨씬 이력이 화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

로 덜 유명한 음악가들이 왔고, 아시아의 문화적 이질감과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전쟁이 끝난 후 대다수가 떠나게 되어, 그 연속성이 끊어졌으나, 이들

이 남긴 영향은 무시하기 힘든 것이었다.

전쟁 직후 일본에서 활동한 중년 음악가들은 지휘, 피아노, 작곡 등 대다

수가 망명 음악가들에게 배운 세대였다. 망명음악가들이 미국이나 유럽으로 

떠난 일본음악계에서 이들 제자들이 다시 제자들을 육성하여 전전시대와 구

별되는 전후 일본의 새로운 음악문화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능력 있는 인력

을 제공할 수 있었다.55 

54. 그의 이야기는 영화화 되었다. http://ko.wikipedia.org/wiki/%EC%9A%98_%EB% 

9D% BC%EB%B2%A0(검색일 201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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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초반 서양음악의 불모지와 같았던 동아시아였지만, 21세기에는 서

양예술음악이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꽃피고 있는 독특한 음악문화현상

을 보이는 곳이 되었는데, 이것을 망명음악가들이 뿌린 씨앗의 결실로 볼 수 

있을 지 증명하기 위해서는 망명음악인의 제자, 제자의 제자들이 남긴 영향

을 더 연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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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이름 원어명 성별

성악 지그베르트 아베 Siegbert Abbe 남

성악 로젤 알바흐 게르스텔 Rosel Albach-Gerstel 여

성악 에른스트 바이쓸러 Ernst Beißler 남

성악 한스 베르그만 Hans Bergmann 남

성악 요세피네 부르슈타인 Josephine Burstein 여

성악 자비네 라프 Sabine Rapp 여

성악 이레네 자이들-마르고린스키 Irene Seidl-Margolinski 여

성악 벨라 레제크 Bella Resek 여

성악 리자 로비체크 Lisa Robitschek 여

성악 일제 마르쿠스 Ilse Marcus 여

성악 루돌프 글라스 Rudolf Glas 남

성악 에른스트 크라소 Ernst Krasso 남

성악 요셉 프루흐터 Josef Fruchter 남

성악 막스 쿠트너 Max Kuttner 남

성악 막스 바르샤우어 Max Warschauer 남

성악 헤르쉬 프리드만 Hersch Friedmann 남

성악 루이스 레비네 Louis Levine 남

성악 프리츠 필립스보른 Fritz Philippsborn 남

바이올린 알프레드 비텐베르크 Alfred Wittenberg 남

바이올린 페르디난트 아들러 Ferdinand Adler 남

바이올린 오토 요아힘 Otto Joachim 남

바이올린 파울 바이스 Paul Weiss 남

첼로 발터 요아힘 Walter Joachim 남

첼로 오토 만시키 Otto Mancyk 남

첼로 오이겐 빙클러 Eugen Winckler 남

클라리넷 헬무트 슈피텔 Helmuth Spittel 남

피아노 한스 배어 Hans Baer 남

피아노 베르너 배어 Werner Baer 남

피아노 벨라 베라이 Bela Belai 남

부록: 상해의 주요 망명음악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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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이름 원어명 성별

피아노 카를 슈타이너 Karl Steiner 남

피아노 클라라 만시키 Klara Mancyk 여

피아노 에리히 마르쿠제 Erich Marcuse 남

피아노 리나 파노프스키 Lina Panofsky 여

피아노 지그프리드 존넨샤인 Siegfried Sonnenschein 남

피아노 샐리 구트킨트 Sally Gutkind 남

아코디온 헬가 로젠바움 Helga Rosenbaum 여

작곡 볼프강 프랜켈 Wolfgang Fraenkel 남

작곡 율리우스 슐로스 Julius Schloss 남

작곡 레오폴드 마스 Leopold Maass 남

지휘 베른하르트 바렌블라트 Bernhard Barenblatt 남

지휘 레오 푹스 Leo Fuchs 남

지휘 요셉 키멜만 Josef Kimelmann 남

지휘 헨리 마르고렌스키 Henry Margorenski 남

지휘 프리츠 프라거 Fritz Prager 남

지휘 오토 루프 Otto Ruff 남

지휘 레오 쇤바흐 Leo Schoenbach 남

지휘 아르투어 볼프 Arthur Wolff 남

지휘 마르틴 에프슈타인 Martin Epstein 남

합창지휘 마르기트 랑어-레만 Margit Langer-Lemann 여

합창지휘 하인리히 마르크트 Heinrich Markt 남

합창지휘 에르빈 마르쿠스 Erwin Marcus 남

음악학 오이겐 펠버 Eugen Felber 남

음악학 게르티 엘리아스 Gerti Elias 여

음악학 프리츠 쿠트너 Fritz Kuttner 남

음악교사 한스 바이스 Hans Weiss 남

연출 카를 보단 Karl Bodan 남

연출 알프레드 드라이푸스 Alfred Dreifuss 남

대중음악 헤르만 알렉산더 Hermann Alexander 남

대중음악 파울 아르노비치 Paul Aronovici 남

대중음악 지그베르트 보로버 Siegbert Borower 남

대중음악 베른하르트 프룸 Bernhard Frum 남

대중음악 다비드 마르쿠스 카츠 David Markus Katz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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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이름 원어명 성별

대중음악 지그문트 로드만 Siegmund Rodmann 남

대중음악 헨리 로세티 Henry Rossetty 남

대중음악 베른하르트 루프 Bernhard Ruff 남

대중음악 도나트 볼프 Donat Wolf 남

* Künstler im Exil, 함부르크 대학 망명음악가사전(www.lexm.uni-hamburg.de) 등의 자료에서 정

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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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plores unknown exiled musicians from Europe to Shanghai and 

Japan in the 1930th, during WWII. Why did they come to East Asia where European 

music was almost non existing? How could they work as musicians and teachers in 

Shanghai or Tokyo? These questions will be answered with the primary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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