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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914년 제 1차 세계 대전의 발발 후, 일본은 육해군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일어
나는 전쟁의 연구에 착수하였다. 특히 육군의 경우 臨時軍事調査委員을 설치하여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각국의 제도, 교육, 위생, 전술, 병기 등에 대해 상세한 연
구를 수행하였다. 육군의 1차대전 연구 가운데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각국의
군수 동원을 중심으로 한 동원제도에 대한 연구였고, 이들 연구의 성과는 거의
동시에 육군 전체에 공개되고 전파되어, 총동원론의 형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
인다.
일본의 총동원론은 대규모 병력의 동원을 핵심으로 하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
한 대비책이었다. 대규모 병력이 소모할 막대한 군수품의 생산을 위해서는 풍부
한 자원과 높은 수준의 산업 생산 능력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지 못한 일본의 상황에서, 대규모 물량전을 실시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구상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육군은 해외의 자원을 확보할 필요성
을 절감하는 한편, 제한된 자원을 최대한 전쟁에 효율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강력
한 통제 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통제 체제가 戰時에만 작
동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력 강화를 촉진하고 부족한 자원을 보충하기 위해 平時
부터 작동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 일본 총동원론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하
겠다.
이러한 동원 체제의 구축, 통제의 강화가 주장되었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것
은 그 통제의 주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명시되고 있지는 않지
만, 그러한 통제의 목적이 결국 전쟁의 수행에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군부가
이와 같은 통제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이다. 총력전이라는 새로운 전쟁의 양상이 단순한 군사력의 경쟁이 아니
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이 투입되는 전쟁이라는 점을 감
안할 때,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 내 모든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가
필요하다는 점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육군은 대중군의 동원을 중심으로
한 총력전의 수행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고, 총력전의 수행을 가능하게 할 동원
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동원 체제의 구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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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육군이 軍事라는 고유한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 사회 전반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으로 보인다.
총동원론 속에 내포된 이러한 육군의 자기중심성으로 인해 1920년대의 동원
체제의 구축 과정은 결코 순탄한 것이 아니었다. 20년대 초반 군축 여론의 沸騰
과 동원 중앙 기관의 폐지 등 상당한 장애에 부딪친 육군은 동원 체제의 구축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 정부 내 다른 부처에 대해서도 저자세적인 태도를 취할 수
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 한 차례 폐지된 동원 중앙 기관을 부활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축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 역시 총동원론이 일본 사회 내
에 자리잡는 과정의 복잡한 양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총동원론은 육군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만을 담고
있었던 주장은 아니며, 오히려 총력전이라는 새로운 전쟁 양상에 대한 이해를 바
탕으로 한 국방론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육군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가 수반된 점에 충분히 주목할 필요는 있지만, 1920년대의 맥락에서
이를 지나치게 과장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총동원론은 등장과 동시
에 일본 사회에 전격적으로 수용되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것의 전파는 20년대 전
반에 걸쳐 복잡한 양상을 띠는 것이었다. 이러한 변동을 겪으며 총동원론의 전개
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과정이 결국 30년대 이후 육군의 파시스트化와 연관을 가
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1차대전, 총력전, 총동원 체제, 총동원론, 일본 육군
학번: 2009-2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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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920년대 육군이 주창한 총동원론에 대해서 그간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기
울여 왔다. 특히 육군 파시즘 운동의 연구자들은, 20년대 육군의 총동원론을 육
군 파시즘 운동의 원형으로 보고, 주목해 왔다.1) 그리고 국가 총동원 체제, 혹은
총력전 체제에 관심을 지닌 연구자들 역시, 20년대의 총동원론이 총동원 체제 구
축의 시발점이었음을 일찍부터 지적해 왔다.2) 또한 육군의 정치적 활동, 군부와
정부 간의 정치적 역학관계에 주목해 온 政軍關係論者들도 육군의 정치적 활동
의 근원을 1920년대의 총동원론에서 찾았다.3)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연구의 주된 초점을 1930년대 이후 현실화된
체제들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1920년대의 상황은 주로 30년대의 특징을 설명하
기 위한 사전 설명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기존의 논의는 20년대의 총
동원론과 그것의 전개에 대해 대부분 사실을 제시하는 정도에 그치고, 20년대의
상황에 대한 이해도 30년대 이후 펼쳐진 파시즘 체제의 억압성과 육군의 독단성
을 드러내는 요소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었다 하겠다. 그러나 1920년대 총
동원론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식은, 30년대 이후 완성된 파국적 체제의 특징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로서 20년대를 바라보는 것에 가까우며, 결과론적인 해석으로
귀착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또한, 30년대 이후 파시즘 체제가 확립된 이후의 육
군이 정부 내에서 지니는 정치적 영향력과 달리, 20년대 육군의 위상과 육군이
내세운 총동원론이 정부 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현저히 낮았다는 사실을 간
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20년대의 총동원론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1)

2)

3)

須崎慎一, 日本ファシズムとその時代 , 大月書店, 1998; 小松和生, 日本ファシズム
と｢国家改造｣
論 , 世界書院, 1991; 安部博純. 日本ファシズム研究序説(新装版) , 未
来社, 1995; 河原宏外, 日本のファシズム , 有斐閣, 昭和54(1979); 加藤俊彦, ｢軍部の
経済統制思想｣ ファシズム期の国家と社会２戦時日本経済 1979.
吉田裕, ｢第一次世界大戦と軍部ー総力戦段階への軍部の対応｣, 歴史学研究 460号,
1978; 山口利昭, ｢国家総動員研究序説｣, 国家学会雑誌 92巻３・４号, 1979; 藤村道
生, ｢
国家総力戦体制とクーデター計画ー寺内構想から陸軍パンフレット問題まで｣, 三
輪公忠編, 再考 太平洋戦争前夜ー日本の一九三〇年代論として , 創世記, 1981.
纐纈厚, 総力戦体制研究 , 三一書房, 1981; 黒沢文貴, 大戦間期の日本陸軍 , みす
ず書房,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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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총력전 체제의 형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선적인 20년대
총동원론에 대한 이해를 벗어나 그것의 내용과 전개 양상에 대해 좀 더 사실적
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육군이 주장한 총동원론이 지닌 특징
과 한계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육군이 주장한 총동
원론에 내포된 육군의 獨斷을 지적하는 기존 논의의 차원을 넘어서, 그러한 독단
이 어떠한 맥락에서 형성될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
해서는 무엇보다도 육군의 주장을 담고 있는 문건들에 대한 더욱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러한 작업은 당시 육군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대평가하지 않는 수준
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육군이 구상한
20년대 총동원론의 내용과, 그것이 지니고 있는 한계에 대해 더욱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육군의 총동원론이 지닌 특징과 한계에 대해 더욱 명확
하게 파악하는 것은, 나아가 일본의 총동원론과 총력전 체제가 지닌 근본적 모순
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육군이 주장한 총동원론의 특징과 한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20년대 총동
원론이 일본 사회 속에서 확산된 과정을 좀 더 입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한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1920년대는 군축론으로 대표되는 군부 비판
여론이 일본 사회를 뒤덮고 있던 시기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총동원론이라는 전
쟁 준비론을 주장하고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반대론을 설득하는 부단한 과정이
필요했다. 그리고 육군은 20년대 총동원론의 전개 과정에서 상당한 실패와 좌절
을 극복해야만 했다. 20년대 동원 체제의 구축 과정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는, 기존의 논의처럼 단선적인 사실의 확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복잡
한 과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육군
이 구상한 총동원론이 주변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어떻게 변화되고 강화되어갔는
지 그 과정을 살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서 총동원론에 대한 이해가,
정부 내부와 일반 사회에서 확산되고 정착해 가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1장에서 육군의 총력전 연구와, 그를 통해 형성된 육
군의 총동원론에 대해 다룰 것이다. 1절에서는,

軍事調査委員月報) 와

임시 군사 조사 위원 월보(臨時

해행사기사(偕行社記事) 를 비롯한 육군 임시 군사 조사

위원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육군이 1차 대전이라는 總力戰과 거기에 참전했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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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전시 체제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할 것이다. 이어서 2절에서는, 총동원에 대한 육군의 구상을 잘 담고 있는 것으
로 평가되는 코이소 쿠니아키(小磯国昭)의
가타 테츠잔(永田鉄山)의

제국 국방 자원(帝國國防資源) 과 나

국가 총동원에 관한 의견(国家総動員に関する意見) 을

비롯한 문서들을 바탕으로 육군이 추구한 동원 체제와 총동원론의 내용을 분석
하고, 그것이 지닌 특징과 한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특징과 한
계가 어떠한 역사적 맥락에서 형성된 것인지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2장에서는 1장에서 살펴 본 육군의 총동원론이 실제로 일본 사회 내에
서 제도적으로 시행되고 정착되는 과정과, 정부와 일반 사회에 확산되어 가는 과
정의 역동성을 살펴볼 것이다. 1절에서는 軍需局, 國勢院, 資源局으로 이어지는
동원 중앙 기관의 존폐 과정을 통해, 육군과 정부 내 각 처부간의 갈등 양상을
살펴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육군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원국의 설치를 통한 동원 중앙 기관의 부활을 통해 정부 내에서 육군의 총동
원론이 제도적으로 정착해 가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2절에서는 일반
사회에서 총동원론이 어떻게 확산되어 갔는지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군축과 군
제 개혁을 둘러싼 육군 안팎의 격렬한 논쟁은, 본질적으로 향후 전쟁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쟁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장래전에 대한 육군의 대비
책인 총동원론 역시 중요한 논쟁의 주제로 다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군축 관련한 논쟁을 통해 결과적으로 총동원론이 일반 사회에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것이다. 이를 통해 총동원론이 일본 사회 속에 정착되어
가는 과정 살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작업을 바탕으로, 육군이 주장한 총동원론의 특징과 한계에 대해 이해
하고, 동원 체제 구축 과정에 존재한 변화 과정을 확인하는 동시에 일본 사회에
서 총동원론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전개되어 갔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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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육군의 총력전 연구와 총동원론의 형성
1. 육군의 세계 제 1차 대전 연구
제 1차 세계 대전(1917.7.28. - 1918.11.11.)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오스
트리아 등 유럽 대륙의 열강이 거의 대부분 참전한 국제적인 전쟁이었다. 일본
역시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전하여, 중국 산둥반도 지역을 세력권에 두고 있던 독
일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하였으나,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전쟁은 큰 규모로 확대
되지는 않았고, 따라서 일본은 전쟁의 당사자로서가 아닌, 주로 관찰자로서 이
전쟁을 바라보게 된다. 일본은 전쟁의 규모가 예상을 깨고 장기전화, 물량전화
되면서 종래의 전쟁과는 다른 양상을 드러내게 되자, 점차 이 전쟁에 대한 관심
을 더욱 기울이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육군과 해군을 중심으로4) 이 전쟁을 본격
적으로 연구하게 된다.
육군은 臨時軍事調査委員을 임명하여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1차 대전에 대
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 및 분석하는 작업을 개시하였다. 임시 군사 조사 위원
은 1915년 12월 27일부로 육군성 내에 설치되어, 1922년 3월 31일 폐지에 이르기
까지 약 6년 3개월간에 걸친 조사 활동에 종사하게 되었다. 임시 군사 조사 위원
의 편제와 구성, 업무 내용 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이미 상세히 밝혀져 있
다.5)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임시 군사 조사 위원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을 정리
하는 것에 그치고, 그들의 연구 업적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는 시도는 드물었다.
더욱이 이러한 임시 군사 조사 위원의 연구 성과가 군 내부에 얼마나 받아들여
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도도 적었다고 할 수 있다.
4)

5)

참고로, 해군은 임시 해군 조사 위원회(臨時海軍調査委員會)를 설치하여 유럽 지역
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연구하려 하였다. 1915년 10월 2일, 야마야 타닌(山屋他
人) 해군 중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선임위원으로 좌관급 23명 임명하면서 위원
회를 출범시키고, 10월 11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여 1916년 2월부터 구주 전쟁 해군
군사 조사 자료(歐州戰爭海軍軍事調査資料) 등의 보고서를 간행하기 시작하였다.
斎藤聖二, ｢海軍における第一次大戦研究とその波動｣, 歴史学研究
530号, 1984,
pp.17-18.
纐纈厚 ｢臨時軍事調査委員会の業務内容ー 月報 を中心にして｣, 政治経済史学 174
号, 1980; 黒沢文貴, ｢日本陸軍の第一次大戦研究｣, 大戦間期の日本陸軍 , みすず書
房, 2000; 山口利昭, ｢国家総動員研究序説｣, 国家学会雑誌 92巻 3ㆍ4号,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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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고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임시 군사 조사 위원의 설립 목적,
편제, 인적 구성, 규모, 업무 내용 및 업적에 대해 기존의 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살펴보고, 그들의 연구 성과를 모아 매월 발간한 잡지인
월보(臨時軍事調査委員月報 : 이하

月報

임시 군사 조사 위원

) 을 중심으로, 임시 군사 조사 위원들

의 1차 대전 연구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그리고 육군 군인들의 단체인

偕行社가 발간한

해행사기사(偕行社記事) 를 통해 조사 위원들의 연구 성과가

얼마나 일반 군인들에게 공유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月

報 는 육군이 공식적으로 진행한 1차대전 연구 보고서로서, 최소한 육군이 1차대
전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공식적인 견해를 취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밝
혀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偕行社記事 는 일반 육군 장교와 약간의 군 관련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잡지로서,6) 이 잡지에 소개된 내용을 통해, 임시 군사 조
사 위원이 아닌 일반 군인들이 1차대전과 총력전에 대해 어떠한 내용을 소개받
고 어떠한 인식을 지니고 있었는지에 대해 이해하는 데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임시군사 조사 위원의 활동 내역을 그들 스스로 정리한 문서인

임시 군사 조

사 위원 해산 전말서(臨時軍事調査委員解散顚末) 에 따르면, 설립 목적은 “유럽
전쟁에 관한 여러 가지 조사를 실시하는 것과 함께, 아울러 전략 기술에 관한 여
러 가지 연구를 행함으로써 국군 개선에 도움을 주는”7)것이라 밝혀져 있고, 바로
다음 소개된 “訓令”에 임시 군사 조사 위원 설치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
고 있다.
하나, 임시 군사 조사 위원 설치의 목적은 유럽 전쟁에 관해서, 주로 다음 사
항에 기반하여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함으로써, 국군 개선에 도움을 주
는 것에 있다

6)

7)

偕行社記事 는 육군 장교들의 친목단체였던 偕行社가 매월 발간한 잡지로, 이를
통해 육군 당국이 장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성격도 아울러 지니고 있었다.
偕行社記事 에 게재된 기사는 대부분 전술, 교리, 무기, 군사 제도 등 군사적 성격
을 띤 것들이었고, 때문에 이 잡지는 근현대 일본 육군에 관련된 군사사를 연구하
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료로 평가받고 있다. (木下秀明, ｢[検索資料] 雑誌 偕行社記
事 所在一覧｣
, 軍事史学 48, 1977 참조.)
｢
臨時軍事調査委員解散顚末｣, 第一章 欧受大日記 大正13年 3冊之内 其3 所收.
(http://www.jacar.go.jp, 문서번호 C03025405000, 최종검색일 2012.12.02.), 第一章 任
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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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建制, 編制, 動員, 補充, 敎育, 經理, 衛生, 그 외 여러 가지 제도에 관한
사항
(나) 築城, 兵站 및 운수 교통, 그리고 군사에 관계있는 외교 및 국제 법규에
관한 사항
(다) 무기, 탄약, 공병 및 수송[輜重], 병기 재료, 항공기, 자동차, 기타 포병이나
공병 기술, 그리고 위생 및 수의 재료에 관한 사항8)
즉, 그 목적은 전쟁을 통해 드러난 요소들 가운데, 육군 개선에 도움이 될 만
한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며, ①군사 및 국가 제도에 관한 것들, ②축성, 병참, 교
통부터 무기, 탄약, 신무기 등 기술에 관한 것들, 그리고 ③외교 및 국제 법규와
관련된 사항들로 구분해볼 수 있다. 그런데, 외교 및 국제 법규와 관련된 사항들
이 명시돼 있긴 하나, 실제

月報 를 살펴보면 이에 대해 다루고 있는 비중은 극

히 적고, 주로 전략, 병기, 위생 등 기술적인 부분이 주로 취급되고 있다.
임시 군사 조사 위원의 편제는, 1반 建制, 編制 2반 動員, 補充, 補給, 敎育 3반

金錢, 被服, 식량 및 사료[糧秣], 建築, 기타 戰時經理 등 4반 人馬衛生 5반 외교,
전략 전술 6반 兵站, 築城, 運輸, 交通 7반 兵器 8반 器才(航空機, 自動車를 포함)
등 8반으로 구성되어 있었다.9)
구성원은 위원장으로 모두 육군 少將이 임명되었으며, 위원으로 佐官, 尉官급
인물이 임명되었다. 조사위원장을 살펴보면, 초대 위원장인 스가노 히사이치(菅野

尚一)는 1918년 7월까지 위원장으로 있었다. 그는 쵸슈(長州) 번 출신으로 육사 2
기이며, 메이지(明治) 39년(1906) 영국 주재 무관으로 근무하고, 타이쇼(大正) 6년
(1917) 미국 출장(7월-11월)을 다녀 오는 등, 유럽과 미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다. 2대 위원장인 무라오카 쵸타로(村岡長太郎)는 1918년 7월부터 1921
년 1월까지 위원장으로 있었다. 그는 사가 현 출신으로 육사 5기이며, 메이지(明

治) 37년(1904)에 조선으로 파견된 경험이 있고, 메이지(明治) 44년(1911) 터키 출
장 경험이 있고, 제 1차 발칸 전쟁때 터키군에 종군한 경험을 지니고 있어, 역시
해외 경험이 풍부한 자였다. 3대 위원장인 사토 야스노스케(佐藤安之助)는 1921
년 1월부터 1922년 3월 말 조사위원이 될 때까지 위원장으로 있었다. 그는 육사
6기였으며, 메이지(明治) 43~44년(1910~1911) 유럽 출장 경험이 있었고, 타이쇼(大
8)
9)

앞의 글, 第一章 任務.
纐纈厚, ｢臨時軍事調査委員会の業務内容ー 月報 を中心として｣, 政治經濟史學
号, 1980, pp.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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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正) 5년(1916) 스위스 공사 무관으로 지낸 경험이 있으므로, 그 역시 유럽에 익숙
한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다.10)
조사 위원은 25명 전후의 인원으로 구성되었고,11) 그 가운데 육군 내에 큰 영
향력을 떨쳤던 주된 인물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키시모토 아야오(岸本綾夫)
는 육사 11기로, 당시 砲兵 中佐였다. 그는 이후 과학 연구소 제 2부장, 육군성

兵器局長 등을 역임하게 되는 포, 병기 전문가라 할 수 있다. 니노미야 시게하루
(二宮重治)는 육사 12기로, 당시 砲兵 少佐였으며, 영국 주재 경험을 가진 인물이
었다. 그는 조사위원직을 수행한 이후 영국 대사관 무관으로 가기도 하였으며,
이후 참모본부 제2부장, 참모본부 총무부장, 참모본부 차장 등 중요 직책을 역임
하게 된다. 하타 신지(秦真次)는 육사 12기로, 步兵 中佐였다. 그는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에 주재 경험이 있었던 유럽통이었다. 이후 그는 육군 차관 보좌, 헌병
사령관을 역임하게 된다. 테시마 후사타로(豊島房太郎)는 육사 22기로 당시 步兵

中尉였다. 그는 조사위원에 근무한 이후 육군성 整備局에서 근무하면서 육군내
동원 정책을 추진하는 데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며, 2차대전 시기에는 근위
1사단장을 역임하였다. 무라카미 케이사쿠(村上啓作)는 육사 22기로 당시 步兵

中尉였다. 그는 2차대전 중인 1943년 총력전 연구소장을 역임하게 된다. 안도 리
키치(安藤利吉)는 육사 16기로 당시 步兵 大尉였다. 그는 영국, 인도 등지서 근무
한 경험이 풍부하였다. 이후 그는 교육총감부 본부장 등 군내 요직을 역임하였
다. 이이다 쇼지로(飯田祥二郎)는 육사 20기로 당시 步兵 中尉였다. 이후 그는 육
군성 군무국을 거쳐 주로 야전부대 지휘관으로 활약하여 2차대전 시기 제 25군,
15군 사령관을 역임하였다. 마지막으로 나가타 테츠잔(永田鉄山)은 육사 16기로
당시 步兵 大尉였다. 그는 후술할

국가 총동원에 관한 의견(国家総動員に関する

意見) 을 작성하였고, 육군의 총동원 정책을 앞장서서 추진하였으며, 이후 육군내
파벌인 통제파의 브레인으로 활약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처럼 임시 군사 조사 위원에 참가한 인물들은 해외 경험이 있는 자가 많았
다. 또한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위원직을 거친 다음 군내에서 중용되어 요직을

10)
11)

앞의 글, pp.54-55.
참고로, 6년 3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조사위원직을 거쳐간 군인의 수는 백여 명
을 초과해,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조사위원 전원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黒
沢文貴, ｢日本陸軍の第一次大戦研究｣,
大戦間期の日本陸軍 , みすず書房, 2000,
pp.48-55에 실려 있는 ｢表2 調査委員一覽表｣에 정리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 바란다.

- 7 -

차지하게 되었다는 점은 조사위원직을 거친 군인들이, 이후 육군 내부에 미친 영
향력을 가늠해볼 수 있게 한다. 조사위원의 인적 구성에 대한 특징으로는 위원
중 참모본부 출신인 위원의 비율이 낮고, 교육 총감부 및 육군성 출신 위원의 비
율이 높다는 점이 눈에 띠는데, 이는 임시 군사 조사 위원이 육군성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점과, 그 업무가 주로 제도, 교육, 병기, 보급 등과 관련된 각국의 현황
을 조사 보고하는 것이라 軍政 사항과 관련이 깊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
다. 그리고 위원들의 병과를 살펴본다면 육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보병이 절반
에 불과하며, 상대적으로 포병과 工兵의 비율이 높다는 점도 눈에 띤다.12) 그리
고 위원 중 대다수가 大尉, 少佐 급 젊은 장교들이었으며, 특히 러일전쟁 참전
경험이 없는 육사 16기생이 다수였다는 점 또한 지적된 바가 있다.13)
이들의 활동은 전쟁에 관한 자료 수집과 보고서 작성이 가장 중요한 업무였고,
그밖에 연구 성과를 군 내외에 알리기 위한 강연활동도 포함하였으며, 국내 공업
생산력 시찰에 나서기도 하였다.14) 강연활동의 경우 육군성 내/외를 포함하여
225회에 이를 정도로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국내 공업 시찰의 경우 1916년 5월
28일부터 6월 2일에 걸쳐 시행되었다.
임시 군사 조사 위원이 수집한 자료는

月報 로 발간되었다.

月報 는 보통호

가 총 69호로, 1916년 3월부터 1922년 1월까지 간행되었으며, 수시로 특별호가
1916년 10월부터 1922년 1월까지 66호 발간되었다.15)

月報 는 참모총장, 육군대

신, 교육총감 등의 육군3장관, 육군성 차관, 원수, 군사참의관 등 육군 중앙의 상
층부부터 육군성, 교육사령부, 참모본부의 과장급 이상에 이르기까지 배포되었으
며, 각 사단의 연대, 중대급, 조선, 대만, 중국 주재 무관, 육군대학 등 각급 학교
에도 배포되었다. 초기

月報 는 비밀로 지정되었으나, 널리 읽히게 하기 위해

38호(1918. 10)부터 비밀 해제되어 배포수는 600~980부에 이르렀다.16)

月報 의 내용은 제도/교육/경리/위생/전술/병기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는데,17)이
12)
13)

14)
15)
16)

앞의 글, pp.25-26.
예컨대 쿠로사와 후미타카(黒沢文貴)는, 육사 16기생이 다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들 새로운 세대가 주도적으로 1차 세계대전의 충격을 받아들이고, 미래전(총력전)
에 대비할 새로운 체제 구축을 위해 국가 혁신을 주장하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 앞
의 글, p.27.
앞의 글, pp.28-36.
앞의 글, p.30.
앞의 글, pp.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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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임시군사조사위원 편제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주로 전쟁과 관련된 실무적 내
용을 중심으로 소개하였고, 따라서 전술, 병기, 위생 파트의 비중이 컸다. 制度之

部는 각국 군대의 편제, 사령부 조직, 전쟁 수행 위한 정부 기구 개편 등의 내용
을 담고 있었고, 敎育之部는 전문 기술 교육, 후방의 청년 교육, 동원된 군인에
대한 교육 등, 군사교육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經理之部는 전쟁 비용, 식
량, 피복, 군수품 조달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고, 衛生之部는 군의, 부상자
치료, 군마 위생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月報

내에서 상당히 차지하

는 비중이 컸다. 戰術之部는 보병, 기병, 포병 등 각 병과에 따른 최신 전술 교리
소개, 각종 대규모 전투에 대한 해설, 새로이 도입된 병기의 전술적 활용 방법에
대한 소개가 주된 내용이었다.

月報 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

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兵器之部는 항공기, 전차, 독가스 등 새로 도입된
신병기에 대한 소개와 함께 통신장비 등 신기술 도입에 대한 내용, 그리고 기관
총, 야포, 박격포 등 기존 병기가 전쟁 중에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서술하고 있다.

月報 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대상은 영국, 프랑스, 독일의 군대

및 국가제도에 관한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러시아, 미국, 오스트리아
등에 관한 내용도 상당 부분 다루고 있다. 후술할 각국의 공업 동원에 관한 기사
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기사가 상당 수 있다.
이처럼 방대한 육군의 1차 대전 연구 가운데, 본고에서 주목해본 것은 각국의
동원 제도와 관련된 내용들이다. 먼저 병력 동원과 관련된 자료로 31호(타이쇼大

正 7년 4월 1일, 1918) ｢
병력 손실률에 대한 통계적 관찰(兵員損耗率ニ對スル統
計的觀察)｣
, 33호(타이쇼大正 7년 5월, 1918) ｢
병원자원의 운용에 관한 일반고찰
(兵員資源ノ運用ニ關スル一般觀察)｣, 37호(타이쇼大正 7년 9월 1일, 1918) ｢프랑스
무리에 법(佛國ムーリエ法)｣, 39호(타이쇼大正 7년 11월 1일, 1918) ｢
영국 육군 동
원의 개요(英國陸軍動員ノ梗槪)｣등이 있다. 조사 위원들은 이러한 글을 통해, 각
국이 수백 만에 이르는 큰 규모의 병력을 전장에 집중시키고 있으며, 이를 유지
하기 위해 매월 전장 병력의 5% 가량에 이르는 병력을 계속 징집해야 한다는 결

17)

纐纈厚, ｢臨時軍事調査委員会の業務内容ー 月報 を中心として｣, 政治經濟史學 174
号, 1980, pp.48-53. 이 부분에서 저자는 月報 에 게재된 기사의 제목을 위생지부
(衛生之部)를 제외하고 모두 소개하고 있다. 단, 코케츠가 제시한 月報 기사의 분
류는 본 논문의 것과 다르며, 본 논문의 분류는 실제 月報 상의 분류를 따른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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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내리거나(｢
병력 손실률에 대한 통계적 관찰(兵員損耗率ニ對スル統計的觀察)｣
),
1차 대전과 같은 대규모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총 남성 인구의 30% 가량을
병력으로 동원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병원자원의 운용에 관한 일반고찰(兵員

資源ノ運用ニ關スル一般觀察)｣
). 전시 병력 동원 자체는 예전의 전쟁에서도 존재
하던 것이었지만, 1차대전의 경우 병력 동원의 규모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것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조사 위원들은 재정, 군수품 조달, 과학 기술 등 기존의 전쟁에서 그다
지 주목되지 않았던 요소들에도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전시 재
정과 관련된 기사로 34호(타이쇼大正 7년 6월 1일, 1918) ｢
교전 각국의 전시세에
대해(交戰各國ノ戰時稅ニ就テ)｣
, 66호(타이쇼大正 10년 9월 1일 1921) ｢
구주 대전
전비에 대해(歐洲大戰戰費ニ就テ)｣ 등을 남기며, 유럽 각국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소모하며 전쟁에 임하고 있음을 알리고, 효율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전시 경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또한 자원 및 군수품 조달과 관
련된 내용은 52호 (타이쇼大正 8년 7월 10일, 1919) ｢
영국의 미국 군수품 조달에
대해(英國ノ米國ニ於ケル軍需品調辨ニ就テ)｣
, 57호 (타이쇼大正 9년 1월 20일,
1920) ｢
영국의 식량봉쇄가 독일 국민에 미친 영향(英國ノ食糧封鎖ノ獨國民ニ及ホ

シタル影響)｣등이 있다. 그리고 과학 기술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40호
(타이쇼大正 7년 11월 10일 1918) ｢전승의 요소인 독일 기술(戰勝ノ要素タル獨國

技術)｣
, 57호 (타이쇼大正 9년 1월 20일, 1920) ｢봉쇄중에 있어서 독일 화학 공업
(封鎖中ニ於ケル獨逸ノ化學工業)｣등을 통해 과학 기술이 전쟁 수행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치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에까지 조사 위원들이 주목
하고 있었다는 점은, 이들이 1차 대전이 가져 온 전쟁 양상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조사 위원들이 각국의 동원 제도 가운데 가장 주목한 것은 산업 동원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다룬 것은, 20호(타이쇼大正6년 6월 10일, 1917)에
실린 ｢
독일, 영국, 프랑스의 국민동원(獨, 英, 佛國ノ國民動員)｣
, 34호(타이쇼大正7
년 6월 1일, 1918)에 실린 ｢
독일 국민 동원(獨國國民動員)｣ 등이 있다. 그리고 독
일의 공업 동원을 집중적으로 다룬 자료로 34호(타이쇼大正7년 6월 1일, 1918)

｢
독일 공업 동원(獨國工業動員)｣
(其一), 37호(타이쇼大正 7년 9월 1일, 1918) ｢
독
일 공업 동원(獨國工業動員)｣
(其二), 47호(타이쇼大正 8년 3월, 1919) ｢독일 공업
동원(獨國工業動員)｣
(其三)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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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을 수행하는 유럽 각국은, 대규모 병력의 차출로 인해 노동력이 부족해진
반면, 전시 군수품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였으므로 산업 생산력이 수요를 따라가
지 못하는 상황에 빠졌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노동력을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려는 노력을 보였고, 그러한 노력이 제도화된 것이 각국의 국민 동원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조사 위원들은 ｢
독일, 영국, 프랑스의 국민동원(獨,

英, 佛國ノ國民動員)｣
라는 기사를 통해 각국의 국민 동원 제도에 주목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조국 보조 근무 법안을 통해 국가가 전쟁 수행에 필수적인 산업 영
역에 인력을 동원에 투입할 수 있었으며, 불필요한 산업 영역의 경우 업종 전환
이나 통폐합을 명령할 수도 있게 되었다. 영국에서 시행된 국민노역의 경우 강제
동원이 아니라 자발적 지원을 통한 인력 동원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전시 산업 구조를 전쟁 수행을 위해 국가가 재편할 수 있었다
는 점에서 독일의 제도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의 경우
독일처럼 국민을 전시 경제 운용을 위해 강제 동원하고, 산업 구조의 개편을 국
가가 강제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국민동원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지
만, 1917년 6월 시점까지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었다.
개전 이후, 종래 병력 징집을 일반적인 목적으로 하던 인원 동원 정책이, 산업
인력 동원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형태로 확대되어 갔음을 영국과 독일 두
나라의 사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영국에서는 국민 노역법을 시행
하여 병력 동원과는 별개의 형태로 전쟁 수행과 군수품 생산에 필요한 인력을
모집하려 하였고, 독일에서는 조국 보조 근무법을 실시하여 성인 남성에게 전쟁
과 관련된 노동에 종사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양국에서 모두 전시 인력 부
족을 타개하기 위해 여성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한 것도 주목할 만한 사
항이다(20호(타이쇼大正6년 6월 10일, 1917)에 실린 ｢
독일, 영국, 프랑스의 국민동
원(獨, 英, 佛國ノ國民動員)｣).
유럽 각국의 산업 동원 제도에 대한 조사위원들의 연구 성과를 좀 더 살펴보
면, 특히 영국과 독일의 제도에 대해 상세히 밝히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띤다. 영
국과 독일 양국의 전시 동원 통제 기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국의 경
우 1915년 5월 軍需省(Minister of Munition)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시 산업 동원을 실시하고자 하였다.18) 또한 영국은 병력 징

18)

河原円, ｢
ロイドジョージと軍需省ー国家総力動員体制期の一考察｣
, 軍事史学 139,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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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과 산업 생산을 위한 인력 동원을 담당한 國民勞役省(Ministry of National
Service)이 1917년 3월 설치되었다. 내각에 설치한 독자적 기관을 통해 인력 동원
과 산업 동원을 수행한 것이 영국 전시 체제의 특징이라 하겠다. 한편, 독일에서
는 전시 동원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1916년 11월 육군성 내 戰時局(Kriegsamt)을
설치해서 병력 징집을 비롯한 인력 동원과 산업 동원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영국과 달리 육군성내 설치된 기관을 통해 동원 업무를 전담하게 한 것이 영국
과 대비되는 독일 전시 체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영국과 독일 모두 전쟁에 소요되는 막대한 양의 군수품을 조달하기 위해, 평시
와 전혀 다른 경제 통제책을 펼쳤던 것으로 보인다. 영국에서는 군수성을 중심으
로 군수품 조달 업무가 진행되었는데, 군수성은 민간의 공장과 생산품을 징발하
거나, 생산 시설의 현황을 기업주로부터 보고받고, 공장 시설과 직공에 대한 이
동 명령을 내리는 등 군수품 생산 기업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가했다. 독일에서
도 육군성 戰時局을 중심으로 전시 군수품에 대한 조달 업무가 진행되어 갔다.
공업이 발달한 독일에서는, 각 사업장에 대한 정부나 군수 당국의 지나친 간섭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카르텔을 통한 산업계의 간접적 통제
와 더불어 대부금고의 설치 등 전쟁의 충격으로부터 군수 산업계를 보호하기 위
한 조치 등이 임시 군사 조사 위원들에게 주목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
원 수입이 두절된 상황에서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독일의 노
력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유럽 각국의 전시 동원 체제와 관련된 내용은 일본 육군의 총동원 체
제 구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예컨대 독일과 영국에서 공통적으로 전시 군수품을
조달하고 전시 경제를 운영하기 위한 특설 기관을 설립하였다는 사실은 일본의
군수국, 자원국과 같은 동원 통제 기관의 설치와 어느 정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
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독일에서 전시 중화학 공업의 통제를 위한 카르텔 조
직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 역시(｢
獨國工業動員｣
(其一),

月報

34호, 大正7年 6月),

중요산업 통제법의 실시를 통한 일본의 경제 통제 정책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대부금고, 원료 징발, 자원 재활용, 대용품 이용 등 독일에서
시행된 각종 정책들은 후술할 일본의 총동원론에 포함되어 직접적인 영향을 끼
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월보(月報) 를 통해 살펴 본 육군의 1차 대전 연구, 그 중에서도 유럽 각국의
동원제도에 관한 내용은 이상과 같다. 이를 통해 당시 일본 육군이 전쟁 중이던

- 12 -

국가의 동원 제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일본은
교전 각국의 제도, 현황, 운용 등을 참고해 일본에도 총력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동원제도를 도입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육군은 1차 대전에서 드러난 다양한 전
쟁의 변화 양상에 주목하였는데, 단순한 병력과 물자의 징발을 넘어서 전시 재정
의 운용, 과학 기술의 발달, 원료의 공급이 전쟁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 사실은,
육군이 이러한 전쟁 양상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육군은
이러한 전쟁 양상의 변화 가운데서도 특히 산업 동원의 필요성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전쟁의 규모가 예상 외로 확대되고 장기화됨에 따라, 그리고 이전과 비
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자와 탄약을 전선에서 소모하게 됨에 따라 군수 생
산, 나아가 산업 생산력이 전쟁에 미치는 영향력은 결정적인 것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월보(月報) 는 임시 군사 조사 위원들이

산업 생산력이 전쟁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비로서 산업 동원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었다는 점을 밝혀주고 있다.
한편, 이러한 임시 군사 조사 위원들의 1차 대전 연구 성과는, 당시 일반 육군
장교들에게 어떻게 전달되었을까.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 일반 육군 장교를 대상
으로 한 잡지인

해행사 기사(偕行社記事) 에 게재된 기사를 중심으로 1차 대전

과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미래 전쟁의 양상에 대한 기사로 ｢
세계대전의 교훈(世界大戰ノ敎訓)｣
(528
호 부록, 大正7년 7월), ｢
미래의 전쟁 그 과학적 성질(未來ノ戰爭(其科學的性質))｣
(585호, 大正 12년 5월) 등을 소개하고 있다. 전자는 전쟁 중인 독일에서 1917년
발간된 군사 서적을 일본어로 번역한 것으로, 국민 동원을 통한 대중군 운용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는 기사이며, 후자는 과학 기술이 미래의 전쟁에 미치는 영
향력을 역설하고 있는 글이다. 또한 재정 동원과 자원 확보 등, 전쟁과 관련된
경제적 요소에 대해서도

偕行社記事 는 주목하고 있다. 전쟁 발발 직후인 1915

년에 이미 ｢전쟁을 위한 독일의 재정 및 경제상의 동원 준비에 대해(戦争ノ為メ

獨國ノ財政及ヒ經濟上ノ動員準備ニ就テ)｣
(489호 大正 4년 4월)라는 기사를 통해
독일의 전시 경제 정책에 주목하고 있었으며, ｢
근세전쟁의 경제적 성질(近世戰爭

ノ經濟的性質)｣
(545호 大正 9년 1월)을 통해 경제력이 전쟁에서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음을 강조하면서, 아울러 과학 기술의 중요성 또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偕行社記事 의 내용들은, 앞서

月報 를 통해 임시 군사 조사 위원들이 과학 기

술과 재정, 자원의 중요성에 주목했던 것과 유사한 문제의식이 일반 장교들에게

- 13 -

도 소개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다음으로

偕行社記事 에 소개된 산업 동원 관련 기사들을 살펴보겠다. ｢
각국

의 군수성에 대해(列國の軍需省に就て)｣
(514호 大正 5년 7월)에서는 유럽 각국의
군수 담당 기관을 도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공업동원(工業動員)｣
(524호 부록 大

正7년 3월)을 통해서 각국의 공업 동원 상황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
기사에서, 유럽 각국의 공업 동원 상황에 대해 소개한 뒤, 각국의 전시 동원이
사전 준비 없이 급작스럽게 진행돼 어려움이 많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전시 동
원을 미리부터 준비하기 위한 기관의 설치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는 점은 주
목할 만하다(p.42). 그리고 ｢
공업동원 평시준비의 견지에서 이루어지는 관민의 협
동에 대해(工業動員平時準備ノ見地ヨリスル官民ノ協同ニ就テ)｣
(537호 부록 大正8
년 5월)를 통해 평시부터 관민이 협동해 공업동원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
하고 있다. 그리고 ｢
공업동원과 물자와의 관계(工業動員ト物資トノ關係)｣(541호
부록 大正8년 9월)를 통해 전시 경제 체제 구축을 위한 자원 확보의 필요성을 강
조하고 있다.
이처럼

偕行社記事 는

月報 와 마찬가지로, 1차대전이 가져다 준 전쟁 양상

의 변화에 주목하는 기사를 게재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 동원을 중심으로 한 동
원정책에 관한 기사를 다수 싣고 있다.

偕行社記事 나

月報 에 기사가 게재된

시기 역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물론

偕行社

記事 가 육군의 정책을 홍보하거나 입장을 표명하는 등, 사실상 기관지로서의 성
격을 띠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1차대전에 대한 공식적 연구 성과인
의 내용과

月報

偕行社記事 의 1차대전 관련 내용이 유사한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도 있겠다. 하지만

月報

발간을 통해 축적된 임시 군사 조사 위원들의 연구가

일개 기관의 영역을 넘어 신속하게 육군 전체에 공유되고 있었다는 점을

偕行

社記事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 육군은 1차 대전 발발 이후, 육군성내에 임
시 군사 조사 위원을 설치하여,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총력전의 양상에 대해
연구하고, 그를 토대로 더욱 발전된 國防 체제를 갖추려 노력하였다. 임시 군사
조사 위원은 제도/교육/경리/위생/전술/병기 등 다양한 방면에 걸쳐 1차 대전을
분석하였고, 本稿에서는 그 가운데 특히 유럽 각국의 동원 제도에 대한 임시 군
사 조사 위원의 연구 성과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그들은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
는 1차대전이 단순한 군사적 충돌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경제 체제

- 14 -

와 산업 발달 정도, 기술 수준과 교육 수준 등 사회의 모든 영역에 걸친 국력을
기울이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되어가고 있음을 제한적으로나마 인식하기 시작
했다고 볼 수 있다. 전쟁과 관련된 여러 요소들 가운데서 일본 육군이 특히 주목
한 것은 대규모 군대를 장기간 운용하기 위한 밑받침이 되는 산업 생산력과 관
련된 부분이었고, 특히 그들은 유럽 각국이 전시 경제를 운용하기 위해 동원 정
책을 펼치고 있다는 부분에 주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임시 군사
조사 위원들의 연구 성과는 거의 동시에 육군 전체에 널리 공유되고 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

2. 군 주도형 총동원 체제의 구상
전술한 육군의 1차 대전 연구에서 비롯된 육군의 총동원 구상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행해져 왔다. 주류적인 시각은, 1차대전 직후 형성되었던 육군의 총동원
론을 30년대 이후 가시화된 육군 파시즘 운동의 원형으로 보는 것들이었다.19)
즉, 30년대 이후 ‘國防國家論’을 내세우며 정치 권력을 독점하고 사회에 대한 통
제를 강화시켜 나갔던 군부의 파시즘 운동은 1920년대 초반의 육군 총동원 구상
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관심은 어디까지나 30
년대 이후의 파시즘 체제에 있었기 때문에, 20년대의 총동원론은 하나의 예시로
서만 다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총동원론 자체에 대한 보다 상세한 해석을 시도한
연구도 있다. 야마구치 토시아키(山口利昭)의 경우,

家総動員に関する意見) ,

국가 총동원에 관한 의견(国

참전제국의 육군에 대해(参戦諸国の陸軍に就て)

등의

자료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육군의 총동원론에 대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소개하
였다.20) 또한 코케츠 아츠시(纐纈厚)도

要ノ議) ,

전국 동원계획 필요의 건(全国動員計画必

제국 국방 자원(帝国国防資源)

등의 자료를 중심으로 총력전에 대비

한 일본 육군의 총동원론에 대한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21) 그러나
19)

20)
21)

河原宏外, 日本のファシズム , 有斐閣, 昭和54(1979); 小松和生, 日本ファシズムと
｢国家改造｣論 , 世界書院, 1991; 安部博純. 日本ファシズム研究序説(新装版) , 未来
社, 1995; 須崎慎一, 日本ファシズムとその時代 , 大月書店, 1998.
山口利昭, ｢国家総動員研究序説｣, 国家学会雑誌 92巻 3ㆍ4号, 1979.
纐纈厚, ｢日本陸軍の総力戦準備構想｣, 総力戦体制研究 , 三一書房,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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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되게 육군이 총동원 정책의 추진을 구실로 의회의 권한을 형해화해 갔고,
기성의 권력구조를 온존시킨 채로 실질적으로는 군부독재를 완성하는 것에 의해
군 파시즘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것이 명백히 드러난다.”는
해석이 보여주듯이,22) 이들 연구 역시 총동원론을 육군 파시즘 운동의 근원이며,
육군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시켜가려는 도구로서 활용하였다는 측면에 치중하
는 경향이 있다.
육군이 총동원론을 통해, 동원 체제 구축을 빌미로 平時부터 경제에 대한 통제
를 강화하려 하였고, 戰時에 전쟁 수행을 위해 모든 국력을 일괄적으로 통제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이것이 육군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와 강한 관계를 가
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곧바로 비상 시국이라는 현실
인식 하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쿠데타와 군사 도발을 포함한 극단적인 행동에
곧바로 나설 것을 주장한 30년대식의 국방 국가론과 같은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 서술하는 것처럼, 20년대 총동원론의 전개 과정 역시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위기와 좌절을 겪으면서도 끈질기게 추진되는 복잡한 양
상을 띠는 것이었다. 따라서 만약 총동원론 속에 포함된 파시즘적 요소를 강조한
다 하더라도, 戰間期 육군의 파시즘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육
군의 정치적 야욕을 강조하기보다는 당시의 맥락에서 육군의 주장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총동원론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육
군내 총동원론자들은 1차 대전이라는 전쟁의 양적 확대라는 측면에 주로 주목하
고 있었고 이러한 전쟁 양상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대규모 동원을 통한 대중
군의 운용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따라서 대중군의 운용을 뒷받침
하기 위해 산업 동원을 중심으로 한 국가 총동원을 중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중군의 운용을 위해 필요한 자원이 충분치 않았다는 점 때문에, 국가
내에 존재하는 자원을 가능한 한 강력하게 통제해서 최대한 전쟁에 동원하려 했
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戰時 체제의 형성을 위해 平時부터 통제를 강화할 것
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 육군의 총동원론이 지닌 특징으로 보인다.
육군의 총동원론이 지닌 내용과 특징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보기 위해 우
선 일본 육군의 1차 대전 인식, 그리고 그로부터 비롯된 장래전의 양상에 대한
22)

앞의 글, pp.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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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에 대해 먼저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① “유럽 전쟁(1차 대전을 가리킴, 역주.)은 그 규모가 광대하고 (참여한) 각

국은 미증유의 대병을 움직여 서로 전쟁을 한 것이 이미 3년에 이르려 한
다. 이 사실은 이미 군수품 보급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고도 남음
이 있다.”23)(1917년)
② “현재의 전쟁은 옛날과 비교해서 뚜렷하게 그 규모가 확대되었다는 것이

유럽 전쟁(1차 대전을 가리킴, 역주.)의 實例로 드러나 명백하게 되었다. 따
라서 오늘에 있어서 국방이라는 것의 意義는 그 포함하는 범위가 그저 교
전하는 병력을 정비하는 것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널리 國政과 관련된
여러 문제와 관련된 것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면 그것의 완비를 기대하기 어
렵다.24)(1917년)
③ “이번 전쟁(1차 대전을 가리킴, 역주)은 그 규모가 확대되어 국민적 전쟁

(혹은 국력 전쟁이라고 칭해야 할지도 모르겠으나,)의 실재를 드러내고, 교
전이 장기간에 걸쳐 각국은 점차 모든 지식과 모든 능력을 기울여 지극히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 전쟁 수행에 동원해서...”25)(1920년)
(강조는 모두 필자, 이하 동일)

①, ②, ③ 세 건의 사료가 모두 공통적으로 1차 대전의 규모 확대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물론, 주지하는 바와 같이 총력전의 개념을 가리킬 때, 특
히 1차 대전으로 인해 촉발된 총력전 개념의 성립을 이야기할 때 전쟁에 동원된
인력, 물자 규모의 확대와 전쟁의 장기화 등 전쟁의 양적 확대를 가장 큰 특징으
로 지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물량전을 감당하기 위해 1차 대전
의 참전국들은 동원 체제를 갖추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전쟁의 영향력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사회 분야에 미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물론, 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시 군사 조사 위원을 비롯한 일본 육군은
교육, 과학 기술 등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걸친 역량이 전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예컨대 위의 사료③에 등장한 “모든 지식과
모든 능력을 기울여 지극히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 전쟁 수행에 동원”하게
23)
24)
25)

欧州交戦諸国ノ陸軍ニ就テ , 大正6年6月, p.27.
全国動員計画必要ノ議 , 纐纈厚, 総力戦体制研究 , 三一書房, 1981, p.199.
臨時軍事調査委員, 国家総動員に関する意見 , 大正9年,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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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는 표현이 바로 전쟁의 질적인 확대를 인지하고 있었던 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것이었고, 일본 육군의 주된 관심
은 유럽 대륙에서 일어난 1차대전과 같은 양상의 전쟁, 즉 대중군을 장기간 운용
하는 형태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사전 준비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총동원론자들은 인구의 10%를 초과하는 거대한 규모의 군대를 장기간 운용하며,
막대한 탄약과 무기를 소모하는 전쟁이 조만간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일어날 것
으로 인식하였고,26) 그에 대한 대책으로 경제적 요소의 동원을 강조하는 논리가
주류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④ “지금 전쟁은 말할 것도 없이 국력의 전쟁이다. 따라서 국민의 정신, 지

력, 체력, 인구, 산업, 공업, 교통 운송의 국력 그 밖의 모든 힘, 온갖 국력
은 이 전쟁에 관계를 가진다.”27)(1925년)
⑤ “왕년의 전쟁은 동원은 주로 육군에 한정되고, 기타 국가 사회의 제반

시설에 대해서는 별다른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지만, 世界戰爭은 그 규모가
광대하고 그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진정한 國力戰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
문에, 전쟁 국면의 발전과 더불어 각국은 전쟁용 자재 및 공업을 통제하고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해서 식량 농업에 대한 통제에 이르고 결국 전 산업은
국가의 일관된 의사 아래 활동하게 되었으며...”28)(1927년)
⑥ “유럽 전쟁이 우리에게 전해준 교훈은 매우 많아서 일일이 예를 들 수도

없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최대의 교훈이라 할 만한 것은 산업이 국방상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증명해 보인 것이라 생각한다.”29)(1927년)
즉, 대중군의 장기간 운용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량전
을 감당하기 위한 경제적 뒷받침을 중시했고, 따라서 산업 생산력의 중요성을 인
식하고(④, ⑥), 戰時에 충분한 군수품 공급을 위해 산업 생산을 통제할 필요가
있음을(⑤)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일본 육군은 1차 대전이라는 총력전을
연구하는 것을 통해, 1차적으로는 전쟁의 장기화와, 군사 규모의 급격한 팽창에
26)

27)

28)
29)

黒沢文貴, ｢
日本陸軍の軍近代化論｣,
大戦間期の日本陸軍 , みすず書房, 2000,
pp.302-308.
防衛廳防衛硏修所戰史室,
戰史叢書 陸軍軍需動員(1)計画編 , 朝雲新聞社, 昭和
42(1967)年, p.232.
松木直亮, 国家総動員準備に就て , 昭和2年2月( 偕行社記事 629号 附錄) p.2.
吉田豊彦, 軍需工業動員ニ関スル常識的説明 , 昭和2年 6月,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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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려 한다. 일본은 1차 대전에 운용된 대중군의 규
모와, 그를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력의 동원이라는 측면에 시각을 고정시키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장래전에 대해, 비슷한 국력을 지닌 강대국이 모든 국력을 전쟁에 집중
시켜 대치한 1차 대전 시기의 유럽과 유사한 형태의 전쟁을 상정하고 있었던 총
동원론자들이, 별다른 검토 없이 戰時에 최대한의 병력을 운용하는 것을 당연시
하였던 것은, 이와 같은 형태의 장래전 예측 하에서는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었
다. 먼저,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은 1차 대전 시기 각국의 병력 동원 현황에 대
해 관심을 기울였다.

月報

31호의 기사인 ｢병력 손실률에 대한 통계적 관찰(兵

員損耗率ニ對スル統計的觀察)｣
과 33호의 기사인 ｢
병력 자원의 운용에 관한 일반
관찰(兵員資源ノ運用ニ關スル一般觀察)｣
가 바로 그러한 연구이다. ｢
병력 손실률
에 대한 통계적 관찰(兵員損耗率ニ對スル統計的觀察)｣
에서는 각국의 병력 손실률
에 대한 개략적인 통계를 바탕으로, 1차 대전에 참전한 각국의 병력 손실률이 이
전 전쟁의 병력 손실률보다 높으며, 전선의 병력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장
병력의 5.1%를 매월 입대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30) 그리고 총 병력의 규
모에 대해서는 ｢
병력 자원의 운용에 관한 일반 관찰(兵員資源ノ運用ニ關スル一般

觀察)｣
에서 병력 자원이 되는 17-55세 사이 성인 남성 수가 당시의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남성 전체 인구의 35-43%에 달하고, 병력으로 동원할 수 없는 인원(체
격상 부적격자, 필수 업무 수행 인원을 포함)을 제외하면 총 남성 인구의 30%
선을 동원 가능하다는 결론에 다다른다.31) 이러한 1차 대전의 사례에 비추어,
제국 국방 자원(帝国国防資源) 에서도, 당시 일본의 남성 총 인구를 2700만 명으
로 추산하고, 그 1/3인 900만 명의 병력 동원을 상정하고 자원의 소모량을 계산
한 바 있다.32)
그리고

국가 총동원에 관한 의견(國家總動員ニ關スル意見) 에는, 戰時 병력에

관해서 “국가가 정비해야 할 戰時병력은 주로 국가가 戰時에 이용할 수 있는 모
든 자원, 모든 기능을 헤아려서 책정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히면서도,33) “만일
작전상의 요구로 인해 이 최대 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로 戰時
30)
31)
32)
33)

｢兵員損耗率ニ對スル統計的觀察｣, 月報 31호, 大正7年 4月, p.119.
｢兵員資源ノ運用ニ關スル一般觀察｣
, 月報 33호, 大正7年 5月, p.6.
參謀本部, 帝国国防資源 , 大正6年, p.24.
臨時軍事調査委員, 国家総動員に関する意見 , 大正9年,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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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정비해야 할 병력은 이 (작전상의) 요구에 기초해서 정해야 할 것이겠지만,

帝國이 사명, 판도 및 자원 등의 상태로부터 생각해볼 때는 작전상 요구되는 병
력이 자원, 기능이 허가하는 최대한의 병력보다 적을 일은 먼 미래에도 없을
것”34)이라 말하며, 가능한 한 최대의 병력을 확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즉,

국

가 총동원에 관한 의견(國家總動員ニ關スル意見) 에서 상정하고 있는 병력의 양
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본이 확보 가능한 모든 자원과
국력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수치를 상정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하겠다.
이처럼 일본 육군 내 총동원론자들이 1차 대전의 연구를 통해, 대규모 동원을
통한 大衆軍의 운용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었다는 것은 일본 총동원론의 큰 특
징을 이룬다. 코바야시 테츠지(小林哲治)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1차 대전 이후
유럽 각국에서는 저마다의 전략적 상황에 맞는 장래전에 대한 대비론이 제시된
다. 독일의 경우, 루덴도르프처럼 대중군을 전력의 핵심으로 삼고, 그를 뒷받침하
기 위한 동원 체제의 구축을 주장하였던 이들도 존재했지만, 젝트와 같이, 고도
의 기술 집약적 병기로 무장하고 숙련된 소규모의 정예군을 전력의 핵심으로 삼
고자 했던 주장도 나왔다. 그리고 영국의 리델하트나 이탈리아의 도우에처럼 전
차, 항공기 등 신무기를 중시한 기술 중시론도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35) 이처
럼, 1차 대전이라는 총력전에 대한 해석과 그에 대한 대책은, 전쟁의 양적 확대
라는 측면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고, 다양한 견해가 존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육군은 유럽 대륙에서 펼쳐진 대규모 육군간의 전쟁을 모방해,
집단군의 운용과 그를 물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산업 동원 체제의 구축을 추
진할 것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육군의 구상은 당시의 일본 경제력과 국력에 비추어 볼 때, 분명 실현
되기 어려운 무리한 계획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제력이 1차 대전에 참전
하여 총력전을 수행한 유럽 각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은
임시 군사 조사 위원들이 분명히 밝히고 있었다.

34)
35)

참전제국의 육군에 대해(参戦

앞의 글, p.50.
小林哲治, ｢一九二〇年代の軍事思想と国家総力戦｣, 新しい歴史学のために 194号,
1989. 3. 이 글에서 코바야시는, 일본의 군부가 기술 집약적 장래전 대비책보다, 루
덴도르프 식의 동원 중시, 물량 중시의 총동원론으로 기울게 된 까닭으로 러일전쟁
의 경험, 국민개병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었던 사정(소수 정예병과 대치), 일본의 미
약한 기술 수준 등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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諸国の陸軍に就て) 에 실린 도표에 따르면, 1913년을 기준으로 일본은 영국, 독
일, 프랑스, 미국 등 주요 교전국에 비해 1차산업 종사자 비율이 훨씬 높아 산업
의 고도화가 뒤쳐져 있었으며, 금속, 화학, 방직공업의 생산력도 훨씬 낮았다.36)
나가타 테츠잔(永田鉄山) 역시 “단순히 인적 자원만의 견지에서 본다면 제국은
10년 후에 戰場 兵員 약 300만을 출동시켜 약 사년에 걸쳐 유럽의 전쟁과 비슷
한 정도의 편제, 장비 및 후방 보급을 가지고 전쟁을 계속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다른 중요한 국방자원은 하나도 이를 충족하는 것이 없다”37)고 밝힌 바 있
다. 대중군을 중심으로 한 전쟁을 수행할 만한 객관적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중군 운용을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일이었다.
일본의 총동원론은 이러한 상황 아래서 탄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1차대
전이라는 미증유의 전쟁의 모습은 일본 육군에 큰 충격을 가져왔고, 특히 당시
보유하고 있던 일본의 군사력을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규모에서도 훨씬 초월한
전쟁이었다는 점에서 그 충격은 더욱 컸다. 성인 남성의 1/3 가량을 병력으로 동
원하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전시 군수 생산을 위해 동원해야 했던 유럽 각
국의 모습을 통해, 동원론자들은 향후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1차대전 시기의
유럽과 같은 형태의 전시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절감하였다. 하지만 냉정
히 평가할 때, 일본의 상황은 그와 같은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자명
한 것이었으며, 특히 일본은 대규모의 동원 전쟁을 펼칠 만한 자원도 부족했고,
산업 생산력을 비롯한 경제력도 부족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
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술한 바와 같이 일부 육군 군인들을 통해 펼쳐
지게 되었고, 그들이 내 놓은 해법은 부족한 자원을 보충하기 위해 중국의 자원
을 확보하고, 산업 동원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총동원 체제를 평시부터 구축해
가는 것이었다.
제국 국방 자원(帝国国防資源) 은 이러한 육군의 총동원론이 잘 드러난 문건
이다. 이 문건은 1917(大正 6)년 8월에 참모본부 兵要地誌班의 코이소 쿠니아키
(小磯国昭)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이소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20년대

航空本部에서 근무하고, 참모본부 編制動員課, 육군성 整備局 등 동원과 관련 깊
은 부서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였으며 육군성 차관, 조선 총독 등을 거쳐 1944년
36)

37)

臨時軍事調査委員, 参戦諸国の陸軍に就て , 大正8年12月, p.48 이후 첨부된 附表 1,
2, 3 참조.
臨時軍事調査委員, 國家總動員ニ關スル意見 , 大正9年,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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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에 까지 오른 인물이다. 코이소는 전쟁에 대비한 경제 운용책을 중시할 것을
주장한 이 책을 쓴 뒤, 20년대 오랜 기간 동안 참모본부와 육군성의 동원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였는데, 이는 그가 20년대의 동원정책에 실무자로서 이 책에 밝
혀진 구상을 상당 부분 현실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장래
전쟁에 대비한 戰時 경제 운용 대책을 밝힌 이 책은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이 책은 緖言을 제외하고 총 6장의 구성을 갖추고 있는데, 1장인 總論에서 平

時 경제와 戰時 경제의 조절이 필요함을 설명한다. 2장에서는 식료품, 의류, 금
속, 약물, 연료 등 각종 자원에 대한 일본 제국 판도 내의 현황을 점검하고, 3장
에서는 2장에서 살핀 각종 자원의 중국 지역 현황을 살펴본다. 4장에서는 平時의
경제 운용 대책에 대해 살펴보고, 5장에서는 平時경제와 戰時경제의 전환을 설명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총 결론을 내리고 있다.
본 문건의 핵심 내용은, 전쟁 승리를 위해 효율적인 전시 경제의 운용이 필요
함을 역설하고, 전시 경제의 독립을 위해 평시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pp.9-10). 그가 구상한 전시 경제 체제의 핵심은, 구미 열강으로 인해 무역이 봉
쇄된 상태에서도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물자를 생산해 내는 것에 있었다. 하지
만 전술한 바와 같이 부족한 일본의 자원 상황 상 당시의 일본 제국 판도를 넘
어서 중국까지를 포함해야 전시 자급 자족이 가능한 경제 체제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p.11). 또한 코이소는 전시 자급 자족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는, 평시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한 준
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중국의 경제 협력 체제를 구축해, 중국의 풍부
한 자원을 전시에 일본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pp.146-175).
또한 충분한 산업 생산력을 기르기 위해 평시부터 농업, 공업 분야의 발전을 위
해 노력하고, 금융, 교통, 교육제도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제도 개선을 시행할 것
을 주장하였다(pp.179-212).
이에 덧붙여, 코이소는 본 문건을 통해 평시 경제와 전시 경제의 운용이 달라
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평시 경제 체제에서 전시 경제 체제로의 신속한 전환
을 위해 평시부터 준비할 것을 주장하였다(｢
第五章, 평시경제와 전시경제의 전환
(平時經濟ト戰時經濟ノ轉換)｣). 즉, 평시에는 국제 무역 경제[流通經濟]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여 수출을 통해 되도록 많은 이익을 올리고, 그를 통해 부족자원을
수입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전시에는 무역 두절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자급 자족이 가능한 폐쇄적인 경제권을 형성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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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한 것이다. 결국 그가 주장한 평시에서 전시 경제 체제로의 전환은, 결국 자
유 무역을 통해 일본의 국부를 축적하고, 전시에 중국의 풍부한 자원과 축적된
국부를 바탕으로 신속히 자급 자족 경제로 전환해서 1차대전과 같은 총력전에
임할 것을 뜻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그는 무역 흑자를 위한 정책을
펴고, 자원을 보존 또는 저장하며, 공업 전환에 대한 준비계획을 설립할 것을 주
장하였다(pp.13-17). 결국 코이소는 이 문건을 통해 전시 대규모 병력을 운용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국가 총동원에 관한 의견(國家總動員ニ關スル意見) 을 통해서는 당시의

총동원론의 모습을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예설(豫說)｣
에서 국
가 총동원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국가총동원이란, 일시적으로 혹은
영구적으로 국가의 권한 내에 파악되는 모든 자원, 기능을 전쟁 수행상 가장 유
효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統制按配하는 것”38)이라 말하고 있다. 또한 국민 동원
에 대해서는 “국민동원이라는 것은 국가 전 인원의 힘을 전쟁 수행이라는 大目

的으로 집중시킬 수 있도록 국민을 統制按配하는 것”39)이라 밝히고 있고, 산업동
원에 대해서는 “많고 다양한 군수품 공급의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국민의 생
활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공업, 광업, 농업 등 제반의 생산을 統制하고,
물질 원료 및 동물의 소지, 이동, 거래, 소비를 규정하는 것”40)이라 정의하고 있
다. 즉, 국가 내에 존재하는 모든 자원과 기능을 전쟁 수행을 위해 통제하는 것
을 국가 총동원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국민 동원과 산업 동원에 대해서도 ‘統制’
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동원을 설명하고 있다. 이때 이러한 통제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국가 총동원에 관한

의견(国家総動員に関する意見) 에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내용을 검토함에 따라 점차 그러한 통제의 주체에 대한 의문을 해결해 갈 수 있
을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후에 상술하도록 하겠다.
국가 총동원에 관한 의견(国家総動員に関する意見) 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
은, 위에서 소개한 총동원 체제를 구성하는 구체적 정책뿐만 아니라, 동원 체제
를 구축하기 위한 준비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인구, 자연 자원, 산업 생산 능력,
수송 능력 등 국방과 관계 있는 모든 자원, 곧 국방자원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
38)
39)
40)

앞의 글, p.3.
앞의 글, p.3.
앞의 글,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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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실시하고, 부족한 점이 보일 경우 이를 보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2장). 그리고 과학 연구 통제 기관과 戰時 인원 배분을 효율적이
게 해 줄 직업 중개 기관, 그리고 산업 통제를 원활하게 해 줄 카르텔 등의 산업
조직 등 국가 총동원 실시에 도움을 줄 기관을 설립, 확대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동원을 담당할 동원 전문가를 육군에서 양성할 것을 주장하였다(3장). 그리
고 平時부터 동원 계획을 준비하고 戰時에 동원 실시를 담당할 국가 총동원 관
장기관을 설치할 것을 주장하였다(6장).
일본의 총동원론은 戰時 전쟁 수행을 위해 국가가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극대
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었다. 육군의 구상에 따르면, 필요에 따라 국가는 인력을
징발하여 강제적으로 특정 분야에 복무시킬 권한을 가지도록 되어 있었고, 전쟁
수행에 불필요한 것으로 판정된 산업 부문의 경우 생필품과 군수품 생산을 위해
업종 전환을 강요받게 되어 있었다. 전쟁 수행을 위해 군대만이 아니라 경제 부
문, 일반 국민 모두가 동원의 대상이 되었고, 이러한 동원의 핵심적 내용은 ‘統

制’라는 단어로 집약되어 있었다. 전술한 것처럼, 국가 총동원의 정의, 국민 동원
과 산업 동원의 정의가 각각 모든 자원을 統制按配하거나, 국민을 統制按配하거
나, 생산을 統制하는 것에 있다는 점은 바로 이 점을 뒷받침한다. 나가타(永田)는
한걸음 더 나아가 平時 정부가 지니지 않는 권한도 戰時 총동원에 필요하다면
개전과 동시에 정부에게 부여할 것을 말하면서, 이미 제국 헌법 제 8조(긴급 칙
령의 규정), 제 31조(신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헌법 규정은 전시 대권의 시행을
방해하지 않음)에 의해 戰時 국가의 강제권을 확대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
다.41) 그리고 “대저 이것은 헌법의 常道로서 진정한 擧國一致를 불러올 수 있는
근거이기 때문이다”라거나,42) “통제 사업의 궁극에 이르러서는 국내의 생명과 재
산은 대부분 국가의 의사 아래 놓이는 상태를 띠게 되어야 할 것으로 한다”라고
하며,43) 또 “온 나라의 모든 자원을 들어 전쟁에 충당하려고 하는 이른바 擧國的

國防”이라 언급하면서,44) 戰時 국가에 의한 강력한 통제가 ‘거국일치’임을 말하고
있다. 즉, 국가 총동원의 핵심은 戰時에 국가가 사회를 강제력으로 강력히 통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러한 통제가 일관된 의사 아래 강력하게 이
41)
42)
43)
44)

臨時軍事調査委員,
앞의 글, p.70.
앞의 글, p.72.
앞의 글, p.73.

国家総動員に関する意見 , 大正9年,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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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 총동원에 관한 의견(国家総動員に関

する意見) 은 “국가 총동원은 주도 면밀하고 현실에 적합한 계획에 근거해서 처
음부터 일관된 의사에 의해 통일적으로 실시될 것을 필요로 한다”45)라 하거나,
“전시에 국방 자원의 통제는 시종 반드시 일관된 의사에 의해 행해지는 것을 필
요로 한다”46)라 하고 있다.
총동원론이 이처럼 강력한 수준의 통제를 강조하고 국가에 의한 일률적인 자
원의 활용을 강조하는 체제를 주장한 것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그들이 1차 대
전과 같은 거대한 규모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자원과 국력
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육군의 동원론자들은 유럽의 강대
국들처럼 최대한의 동원을 통한 대규모 육상군의 운용을 중심으로 하는 형태의
국방 체계를 고집하였다. 하지만 일본의 공업 수준은 유럽의 강대국들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자원의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부존 자원이 부족한 일본으
로써는 훨씬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육군은
한편으로는

국가 총동원에 관한 의견(国家総動員に関する意見) 에서 주장되고

있는 것과 같은 강력한 형태의 자원 통제를 구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국 국

방 자원(帝国国防資源) 에 소개된 것과 같은 해외(특히 중국과 만주 지역) 자원
확보에 대한 주장을 내놓게 된 것으로 보인다. 부족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필
요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더 강력한 수준의 통제를 시도하고, 동시에 해외의 자
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통제를 핵심으로 하는 동원 체제가 戰時에만 작동하
는 것이 아니라, 平時부터 그 구축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있었다. 즉, 자
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가가 이들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고, 부족한 자
원을 양성하기 위해 국가는 자신의 권한을 강화해서 민간의 영역에 대한 간섭을
강화할 수 있었다. 이러한 통제가 平時부터 점차 강화되어 갈 것을, 육군은 주장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동원 계획을 전담할 중앙 기관을 설치하여, 인구와 산업
생산 능력을 비롯한 모든 국방 자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카르텔의 설치, 군
수 공업 개발의 진흥 등을 주장한 것은 국가에 의한 국민의 장악력과 경제 부문
에 대한 통제력 강화로 이어질 소지가 있었다. 이 자체만으로는 큰 문제가 된다

45)
46)

앞의 글, p.69.
앞의 글,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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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수는 없지만, 결국 이러한 방식으로 통제를 강화하는 목적이 결국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그렇다면 결국 이러한 통제를 주도
하는 주체가 곧바로 육군이 될 가능성이 상존하며, 그러한 직접적인 형태를 띠지
않더라도 결국 통제에 대한 육군의 영향력이 강화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고
있다는 점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문건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총동원론을 주장한 군인들이 내세우고 있는 강력한 국가 통제, 곧 총동원의 목적
은 다름 아닌 전쟁의 수행이다.47) 그리고 전쟁의 수행이 국가에 의한 사회 통제
의 목적이라는 점은, 이러한 통제에 전쟁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집단인 군부
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으로 연결된다고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요컨대, 육군이 구상한 총동원 체제는 戰時 국가의 통제와 강제력을 극대화하
는 체제였고, 그러한 통제와 강제력의 강화가 결국 전쟁 수행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것들이 육군의 권한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戰時 통제를 육군이 平時부터 준비할 것을 주장한 것은, 결국 平時부
터 육군의 영향력 확대를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결국 육군은 총력
전이라는 새로운 양상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자신들의 영향력 강화와 군사력
의 강화를 주장하는 데 그치고 있다 하겠다. 또한 총력전의 수행을 위해 군인이
새로운 경제 체제의 구축을 주장한 것 역시, 군인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영역인

軍事를 넘어서 국정 전반과 사회 전체에 대한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결국 육군의 동원론자들이 주장한 총동원론은 결국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의 제한된 자원을 더욱 강력하게 통제하고, 평시부터
준비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최대한의 물량을 전선에 투입하겠다는 주장으로 귀결
되고, 이는 결국 예전과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의 군사력을 마련하기 위해

平時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내용이다. 이러한 구상은 결국 총
력전이라는 새로운 전쟁 양상에 대비하기 위해 군인들이 새로운 경제 체제의 구
축을 제안하고, 대외정책의 개편을 주장하였으며, 사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
을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총력전에 대한 대응을 계기로 군인들이 軍事
이외의 영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간섭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7)

나가타 테츠잔은 이에 대해 “무릇, 국가 총동원의 요점은 전시에 국내의 모든 자원
을 들어 한 편으로는 국민의 생활을 확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충분한 정신적 물
질적 후원을 보유한 강대한 무력을 정비하는 것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앞의 글,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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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육군은 1차 대전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대규모
육상군의 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전쟁을 구상하였으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동원
체제의 구축을 촉구하는 총동원론을 주장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육군은 유럽
강대국들이 전쟁에서 실제 운용한 것과 같은 수준인 총 남성 인구의 1/3 규모의
대 병력을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준의 병력 동원
이 당시 일본의 경제력과 국력에 비추어 무리한 계획임을 당시의 육군 군인들도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그러한 한계를 피해 가기보다는 억지로 무리하게 극복하
려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戰時 가능한 한 모든 자원을 국가가 일률
적으로 통제할 것을 주장한 동원 체제의 형성은, 이러한 국력의 한계를 조금이라
도 극복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보인다. 유럽 대륙에서의 전쟁과 같은 수준의
동원을 실시하기에는 너무도 뚜렷한 한계를 지니고 있던 일본의 상황에서, 이러
한 결점을 조금이라도 극복하기 위해 국내의 자원을 최대한 쥐어짜낼 수 있는
강력한 통제 체제를 갖추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통제의 목적이 결
국 전쟁이라는 점과, 동원 체제의 구축을 주도하고자 하는 세력이 군부라는 점을
생각할 때, 통제의 강화는 결국 군부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동원 체제의 구축 시도는 본질적으로 국가 체제의 개편과 연관
되어 있다는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범한 사회
영역의 지지와 동의가 필요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하 2장에서는 전
술한 바와 같은 한계를 지닌 육군의 총동원론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일본 사회
내에서 지지를 얻고 정착해 갔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27 -

Ⅱ. 1920년대 총동원론의 전개 과정
1. 軍需工業動員法과 동원 중앙 기관의 존폐
1차 대전 연구를 계기로 한 육군 총동원론의 형성과 그 특징을 살펴본 1장에
이어, 2장에서는 1920년대 총동원론의 전개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1절에서는 총동원론이 정부 내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가
는지를 동원 중앙 기관의 설립을 둘러 싼 부처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2
절에서는 군축을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총동원론이 일본 사회에서 전파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1920년대 총동원론의 전개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이들 연구는 1918년 軍需工業動員法의 성립부터, 군수공업 동원법의 실행기관인

軍需局의 설치와 國勢院으로의 확대, 그리고 국세원의 폐지, 1927년 資源局의 설
치로 인한 동원 통제 기관의 부활 등 1920년대 동원 체제가 일본 사회 내에서
제도적으로 정착해 가는 과정을 밝히고 있다.48) 그러나 이들 연구는 주로 이러한
과정을 제시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고, 동원 중앙 기관의 설립과 폐지, 그리고 부
활을 둘러싼 복잡한 상황을 충분히 풀어내지 못할뿐더러, 이러한 사건들의 의미
를 제대로 제시하고 있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예컨대 1922년 국세원의 폐지에
대해 정부가 밝힌 표면상의 이유인 “行政整理”라는 구실을 그대로 수용하거나,49)
군축의 일환이었다는 다소 애매한 설명을 제시하는 데 그친 것50) 등이 바로 그
러한 점 가운데 하나이다.
48)

49)

50)

山口利昭, ｢国家総動員研究序説｣, 国家学会雑誌 92巻 3ㆍ4号, 1979; 加藤俊彦, ｢軍
部の経済統制思想｣ ファシズム期の国家と社会２戦時日本経済 1979; 藤村道生, ｢国
家総力戦体制とクーデター計画ー寺内構想から陸軍パンフレット問題まで｣, 三輪公忠
編, 再考 太平洋戦争前夜ー日本の一九三〇年代論として , 創世記, 1981; 纐纈厚, ｢国
家総動員の法整備とその実施機関｣
, 総力戦体制研究 , 三一書房, 1981; 荒川憲一, ｢戦
間期の戦時経済思想ー日本陸軍を中心に｣,
戦時経済体制の構想と展開ー日本陸海軍
の経済史的分析 , 岩波書店, 2011.
加藤俊彦, ｢軍部の経済統制思想｣ ファシズム期の国家と社会２戦時日本経済 1979,
p.83.
荒川憲一, ｢戦間期の戦時経済思想ー日本陸軍を中心に｣,
戦時経済体制の構想と展
開ー日本陸海軍の経済史的分析 , 岩波書店, 2011,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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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절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동원 중앙 기관의 존폐의
의미를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 보고, 1920년대 총동원론이 일본 사회에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정착해 갔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러한 과정을 탐구하는
것을 통해 총동원론을 둘러싼 정부 각 部處의 입장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그
리고 동원 체제의 구축을 추진하는 육군의 입장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살펴
보고, 나아가 1920년대 일본 정부 기구의 특징과 한계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
을 것이다.
1차대전이라는 총력전이 유럽에서 진행되는 것을 살펴 본 육군은, 예상되는 향
후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선다. 1918년 제정된 군수공업
동원법과, 군수공업 동원법의 실행 기관인 군수국의 설치가 바로 그러한 노력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먼저 군수공업 동원법에 대해서 살펴 보겠다. 1917년 1
월 12일, 임시 군사 조사 위원은 ｢
군수공업동원에 관한 의견(軍需工業動員ニ關ス

ル意見)｣
을 육군대신에게 보고해 군수 공업 동원 실시를 주장하고 있었고, 1차대
전 시기 군수품 생산을 통해 거둔 경제적 이익에 주목한 정치권 역시 체계적인
군수 공업 관리 법안의 제정을 주장하게 되었다.51) 이러한 분위기 아래서 1917년
12월 21일 우에하라 유사쿠(上原勇作) 육군 참모 총장이 오오시마 켄이치(大島健

一) 육군 대신에게 “러시아 군의 붕괴와 관련해서 혹시라도 제국군을 움직이는
일이 없다고 보장하기 힘든 상황”을 맞이하였기 때문에,52) 육군의 대규모 파병에
대비하기 위한 군수품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을 건의한다. 표면상 시베리아 파병
을 법률 제정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군수공업 동원법의 시행이 군수
공업 동원 체제의 형성과는 별개로, 전쟁 수행을 위한 임시 방편의 성격을 띤 것
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생길 수 있겠지만, 이 법률이 시베리아 파병이 끝난 뒤에
도 계속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임시적인 제도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더욱이
법안의 내용이 전시 군수 생산 시설을 국가가 收用, 관리할 수 있고, 노동력도
분배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군수 산업의 생산 시
설과 생산량의 현황을 국가가 파악할 수 있었으며, 군수 산업 지원과 육성을 위
한 정책을 펼치는 것도 법안의 내용에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요컨
51)

52)

纐纈厚, ｢軍需工業動員法と陸軍｣, 日本陸軍の総力戦政策 , 大学教育出版社, 1999,
pp.164-165.
防衛廳防衛硏修所戰史室,
戰史叢書 陸軍軍需動員(1)計画編 , 朝雲新聞社, 昭和
42(1967)年,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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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이 법률은 전쟁이 진행되는 당시만을 위한 법률이 아니라, 군수 공업을 국가
가 평시부터 관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앞 장에서 살펴 본 총동
원론의 주장과 맞닿아 있다는 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參謀本部는 역시 1917년 11월 12일, ｢
군수품 관리법안의
요지(軍需品管理法案ノ要旨)｣를 작성해 법안의 개략적 내용을 작성하였고, 법안
은 육군성과 법제국, 내각을 거쳐 1918년 2월 18일 완성되었는데,53) “전시 국가
의 자원을 통일적으로 사용해서 군수의 보급을 신속하고 확실하며 원만하게 하
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며,54) 법안의 심사를 제청하였다.
이 법은 1918년 3월 4일에 衆議院 심의에 붙여지고, 3월 20일에 貴族院 심의에
붙여졌는데, 심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되거나 추가되었을 뿐, 원안에 제기
된 사항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55) 1918년 3월 26일 귀족원에서는 법률안을
통과시켰으며, 4월 16일 군수 공업 동원법은 제정되게 된다. 군수공업 동원법에
의해 국가는 전시 산업 동원을 실시할 수 있게 되고, 평시부터 군수 공업의 현황
을 파악하고, 군수 공업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법적 근거를 마
련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국가가 소유한 군 공창을 중심으로 하였던 러일전쟁
시기까지의 군수 생산 체제56)에서 벗어나, 국가가 민간의 산업 생산 시설을 전시
군수 생산을 위해 동원하고 재편하는 새로운 군수 동원 체제로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군수 공업 동원법의 성립에 따라, 법률을 시행할 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생겼
다. 이에 1918년 5월 31일, 軍需局 官制와 軍需評議會 官制가 勅令으로 제정되었
53)

54)

55)

56)

纐纈厚, ｢軍需工業動員法と陸軍｣, 日本陸軍の総力戦政策 , 大学教育出版社, 1999,
pp.165-169.
防衛廳防衛硏修所戰史室,
戰史叢書 陸軍軍需動員(1)計画編 , 朝雲新聞社, 昭和
42(1967)年, p.56.
법안 심사 과정에서 日本工業俱樂部는 이 법안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며 좀 더
충분한 시간을 들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일본의 민간 공업
수준이 낮아 충분한 공업 동원이 가능할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으며, 민간 부문이
동원된다고 하더라도 아직 병기 생산에 충분한 도움을 주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
였다. 따라서 충분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정부의 工廠이 독점하고 있는 군수품
생산을 평시부터 민간부문에 개방해, 민간의 기술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
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동원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초빙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日本工業俱樂部, 日本工業俱樂部卄五年史 , 昭和18年, pp.67-70.
小山弘健. 日本軍事工業の史的分析 , 御茶の水書房, 1972. pp.14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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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군수국은 총리가 관리하는 기관으로, 總裁職을 총리가 겸임하고, 次官은 육군
성과 해군성의 차관이 겸직하도록 되어 있었다. 국장을 중심으로 서무과와 공업
동원 계획과 현황 조사를 담당하는 1과, 이익 보증과 장려금 지급 업무, 법규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2과가 설치되었으며, 參與와 11명과 事務官 15명을 임명하
였다. 군수 공업 동원과 관련된 기관이었기 때문에, 군인이 군수국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군수국의 차관을 육해군 차관이 겸직하게 되어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참여 11명 가운데 4명(육군 2, 해군 2)이 군인이었고, 사무관 15명 가운
데 6명(육군 3, 해군 3)이 군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군수국의 업무는 자원 조
사, 공업 동원 기획, 관련 법규의 입안 및 심사, 군수산업 장려 등을 포함하고 있
었다. 군수국을 설립한 이유에 대해 총리는 內閣訓令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공업동원의 범위가 광범위해서 전국의 모든 공장 및 사업장에 이르고,
관계 관청이 많아서 이것을 조사하고 계획할 통일된 기관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법을 운용하는 데 완전을 기하기 어렵다. 이것이 이번에 군수국을 설치한 까닭의
대강이다.”57) 그리고 군수 동원의 목적은, 平時에 미리 군수품을 생산하고 수리
할 수 있는 공장 및 사업장의 능력을 조사해서, 戰時에 이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
이라 밝히고 있다. 곧, 戰時 충분한 군수품 공급을 위해, 平時부터 군수품 생산
능력을 파악하고 생산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
고 이를 위해 군수국을 설치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군수국과 함께 설치된 軍需評議會는 군수 공업 동원법 제 15조(이익 보증, 장
려금 지급)의 시행을 위한 자문 기관이었다. 회장과 부회장, 그리고 50명 한도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군수 평의회는 자원국 시절에 설치된 資源審議會와
비교할 때 그 권한이 제한적이었고 뚜렷한 활동 내역도 남기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군수 공업 동원법은 다루고 있는 범위가 포괄적이고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법
안 제정이 건의된지 4개월여 만에 성립되었고, 법안을 시행할 군수국도 법안 통
과 이후 서둘러 출범한 감이 있다. 그러나 군수 공업 동원 업무가 통계, 재정, 산
업정책, 군사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분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거나 정부 내 부처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동원 업무를

57)

防衛廳防衛硏修所戰史室,
42(1967)年, p.73.

戰史叢書

陸軍軍需動員(1)計画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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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雲新聞社,

昭和

담당할 기관이 출범되었다는 것은, 이후 동원 정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낳을 소지를 안고 있었다.
동원 체제의 구축을 위해 군수 공업 동원법이 성립하고, 정부 내 군수국이 설
립된 것과 더불어, 동원 체제의 구축을 가장 강력히 추진하고 있던 육군에서도
내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서게 된다. 육군성 兵器局 내에 工政課를 설치한 것인데
(1918.6.5.), 군수 공업 동원법의 실시 기관으로서 동원 업무를 실질적으로 추진하
는 기관이었다. 공정과의 신설로 인해 병기국은 육군성내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
는 部處가 되었다. 군수 공업 동원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이미 총리 산하에 설치
된 군수국이 존재하였음에도, 육군성내에 따로 군수 공업 동원 업무를 담당할 공
정과가 설치된 것은, 동원 체제 구축을 위해 육군이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였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1910년대 후반, 일본은 군수 공업 동원법을 제정하고, 군수국을 설치하
여 공업 동원 업무를 전담하게 하였으나, 1920년 5월 15일, 동원 업무를 보다 효
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內閣統計局과 軍需局을 통합해 國勢院을 설립하기에 이
른다. 국세원은 군수 공업 동원법을 시행하고, 군수 공업 동원을 위해 필요한 사
항을 집행하며, 전쟁 이후 군수 공업의 復員을 위한 조사 업무를 시행하기 위한
기관이었다. 내각통계국을 전신으로 하는 1부와 군수국을 전신으로 하는 2부로
나뉘어져 있었으며, 2부는 법령의 심의, 입안과 제도 및 시설을 조사하는 制度課,
공장 및 사업장을 조사하고 동원 계획을 작성하는 工場課, 군수품 및 철도, 선박
등의 제반 사항에 대해 조사하는 需品課, 군수 생산을 조사하고 장려하는 産業課
로 구성되어 있었다.
국가 총동원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내 다양한 부처의 업무 영역과 관련된
사항이 많았다. 군수 공업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관
장하는 農商務省과, 철도, 선박, 교통, 통신과 관련된 사항은 遞信省, 재정과 관련
된 부분은 大藏省, 무기나 병력과 연관된 부분은 陸ㆍ海軍省 등, 총동원 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각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과 더불어, 때로는 각 부처의 업무 영
역을 뛰어 넘은 발상과 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었다. 더욱이 국가 총동원이 국
가 내의 모든 역량을 한 군데 모을 것을 주장한 만큼, 정부 내 부처 간의 협력이
동원 체제 구축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周知
하는 바와 같이 메이지 헌법 체제 하에서 각 省은 독립적 존재였으며, 각 省의

大臣들은 각각 천황을 직접 보필하는 지위에 서 있었다. 따라서 總理大臣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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省에 대해 지휘, 명령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정부내 각 부처가 독립적인
성향을 띠고,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흩어진, 이른바 섹셔널리즘(sectionalism)이
강하게 드러나는 상황 아래서,58) 동원 체제의 구축을 위해 정부 내 각 부처 간의
업무와 권한을 조정하고, 협조를 도출해 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로 떠올랐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원 설치 이전인 1920년 1월부터, 국가 총동원과 관련
된 정부 내 각 부처 간 업무 분장과 협조 체제 구축을 위한 회의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회의는 잘 진행되지 않았고, 부처 간의 갈등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고 보
다 효율적으로 동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1920년 8월 27일, 칙령 제 342호로 ｢
군수 공업 동원법 시행에 관한 사항의 통할에 대한 내각 총리 대신 직권의 건｣
을 발동하기에 이른다. 이 칙령의 내용은, 군수공업 동원법 시행과 관련된 사항
에 한해서는 총리가 필요할 경우 각 성에 지휘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이는 총동원 체제 구축을 위해 각 省간의 업무를 협조하고, 상호 관계를 조정하
기 위한 조치였다. 즉, 군수 공업과 관련된 업무에 한해서 총리는 각 부처에 명
령을 내릴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업무 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수 공업 동원법 시행에 관한 각 부처
의 관계 업무를 조정하는 회의는 1920년 10월 국세원 성립 이후 재개되었지만,
난항에 난항을 거듭했고, 1921년 7월 29일에 가서야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협정
인 ｢
군수 공업 동원법에 관한 각 廳 관계 업무 강요 협정｣이 체결되기에 이른다.
동원 관련 업무를 둘러싸고 각 부처 간의 대립이 얼마나 민감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이 협정의 閣議請議理由書에 드러나 있다.59) 각 기관은 이 협정이 지
58)

59)

今村都南雄,
官庁セクショナリズム , 東京大学出版会, 2006에 따르면, 영어의
“sectionalism”이란 말은 전체에 대한 부분, 혹은 일반적general이지 않은 것, 즉 부분
적인 것에 중점을 두는 견해나 행동방식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일본에서 특히 관료
제의 특징에 대해 “セクショナリズム”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권한이나 관할을 둘
러싼 부처간의 대립, 경쟁을 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pp.4-5)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법률에 의한 권한 분담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 이
협정은 단순한 절차, 수속에 관한 내용에 한정된다. 각 청간의 권한을 늘리거나 줄
이는 것은 아니다. ②동원 업무 주무 기관은 국세원이지만, 동원 업무와 관련된 처
부가 많기 때문에, 미리 방침을 정해 두고, 각 청간 업무를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
다. ③군수공업 관련 업무는 복잡하므로 하루아침에 방침 정할 수 없고, 오랜 기간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약정은 잠정적인 것이며, 최종 약정은 충분한
시간 들여 연구한 뒤에 결정될 것이다. ④이 약정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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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는 효력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협정에 의해 기존의 권한과 관할
업무가 침해받지 않는다는 점을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다.
완성된 협정의 내용은 극히 기본적인 사항들로, 군수 공업 동원법 시행을 위한
국세원과 각 처부의 업무 관계 및 그 업무의 정도, 범위에 관한 협정이었다. 이
에 따르면 육ㆍ해군성은 작전에 소요되는 물자, 시설 등을 국세원에 통보하게 되
어 있었고, 국세원이 육ㆍ해군의 요청을 받아, 소요되는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
필요한 협조 사항을 각 처부로 보내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육ㆍ해군성, 우편,
통신, 전신, 전기, 교통 등의 사항을 담당하는 遞信省과, 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農商務省 등 주된 업무 관련 기관은 국세원으로부터 요청받은 사항에 대한 답신
을 국세원으로 보내도록 규정되었다. 그리고 국세원은 각 청에서 받은 통첩을 바
탕으로 각 청별 업무 분장 사항을 결정하되, 국세원에서 결정한 사항은 각의를
거치도록 정해졌다. 그리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 각 廳은 담당 업무 사항을 시행
하도록 규정되었다. 전반적으로 이 업무 협정은, 동원 관련 업무가 국세원을 중
심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국세원은 각 부처에 대해 직접 명령을 내릴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고, 하나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몇 차례에 걸친 의견 교환이 이
루어지게 되어 있어서 비효율적이었으며, 각 부처의 의도에 어긋나는 일은 시행
되기 어렵도록 정해져 있었다. 요컨대 각 부처는 최대한 섹셔널리즘적인 태도를
유지한 채로 동원 업무에 나서려 한 것이다.
군수 공업 동원법 시행을 위한 업무 처리의 흐름이 이토록 복잡해진 이유는,
따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군부에 의한 영향력으로부터 각 부처가 최대한 벗
어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 국세원에 위의 업무 처리 과정을 살펴 보면,
업무를 요청하는 쪽은 육ㆍ해군이고, 그에 대해서 실제 업무를 시행하는 각 처부
는 몇 차례의 의견을 국세원과 교환하고 각의를 통해 결정한 다음 업무를 처리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군부의 업무 요청에 대해 최대한의 검토를 거쳐 업무
를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이 협정 속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군수 공업 동원법의 시행과 동원 체제 구축을 둘러싸고, 정부내 각 부처들과
군부의 사이가 악화되고 있었다는 정황은, 1922년 10월 1일, 시베리아 파병이 종
료됨과 동시에 국세원이 해체되었고, 동원 업무를 담당한 2부가 폐지되었다는 사

은 아니다. 防衛廳防衛硏修所戰史室,
社, 昭和42(1967)年, p.146.

戰史叢書 陸軍軍需動員(1)計画編 , 朝雲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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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국세원 해체의 표면적 이유는 “行政整理를 꾀하
기 위해 국세원의 폐지를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하는 것이었고,60) 이외에도
폐지의 이유로 세계적인 군축 분위기와 맞물려 실시된 1922년의 이른바 “야마나
시(山梨) 군축(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 서술)”의 영향과 시베리아 파병이 종료되
어 더 이상 군수 공급이 중요한 과제로 취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총동원론의 실현을 둘러싸고 군부와 정부 내 여타 부처간의
갈등이 국세원 폐지의 이유 가운데 하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국세원 폐지
의 이유가) 국세원이 너무 영역을 넓혀서 각청의 주관 업무에까지 침범해서 통제
하려고 해서 싫어했던 것에 있는 것 같다”는 한 군인의 증언은,61)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또한 1926년 동원 중앙 기관의 설립을 주장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
한 육군 대신 우가키 카즈시게(宇垣一成)의 답변은, “군부로서는 예전부터 (동원
기관을 설치할) 필요를 통감하고 있던 참이므로, 연구를 충분히 해 왔지만, 의회
의 건의에 따라서 더욱 깊이 고민해 왔다. 그러나 조직이라든지 권한이라든지 또
각 省 간의 업무 분배라든지, 혹은 그 기관과 각 민간의 제조업자와의 연락 관계
등을 대체로 이렇게 저렇게 해 나간다 하는 대체적인 틀이 마련되기 전에는 (기
관의 설립을) 결정하기 힘들다.”62)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육군 대신의 발언은, 동
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처부간의 업무를 분장하고, 권한을 조정하는 작업
이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며, 이를 두고 정부 내에서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
음을 간접적으로 토로하고 있는 셈이라 하겠다. 또한, 후술하는 바와 같이 1927
년 資源局 설치가 이루어졌을 때 자원국 시절과 달리 군부의 영향을 받을 소지
를 대폭 축소시겼다는 점을 자원국 스스로 강조하고 있던 상황을 감안할 때, 이
러한 해석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한다면, 1차대전이 채 종료되지 않은 시점인 1917년 12
월, 육군은 곧 실시될 시베리아 파병에 대비하고 동원 체제의 구축을 시도하기
위해 군수 공업 동원법을 제정하려 하였고, 1918년 4월 법안은 제정되었다. 법률
을 시행하고 동원 체제 구축을 담당할 동원 중앙 기관인 군수국이 1918년 6월
급작스레 설립되었고, 1920년 국세원으로 확대되어 전 국가적 차원에서 동원 체
60)
61)
62)

앞의 글, p.150.
앞의 글, p.151.
앞의 글, p.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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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구축을 실시하려 하였다. 그러나 공업 동원의 실시를 비롯한 동원 체제의
구축은, 총동원론을 주장한 육군의 예상을 벗어날 정도로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것이었고, 필연적으로 정부 내 많은 처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총동원론을 둘러싼 정부 내의 이해도는 낮았고, 각 처부는 기
존의 업무 영역과 권한을 최대한 유지하려는 태도를 버리지 않았다. 한편 총동원
론을 주장한 육군 역시 이러한 처부를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시키지 못하고, 무리
하게 산업 동원을 실시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동원 중앙 기관인 국세
원은 1922년 10월 해체되어, 동원 체제를 구축해 갈 근간이 사라지고 만 것이다.
이는 결국 당시 정부 내 처부별 이기주의, 곧 섹셔널리즘적인 경향이 강하게 드
러난 사례인 동시에, 정부 내에서조차 총동원론이 충분히 이해되고 전파되지 못
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實例이기도 하다.
국세원의 해체와 군수국의 후신인 국세원 2부의 폐지는 군수평의회의 폐지로
이어졌다. 매년 실시하기로 규정된 군수 조사령은 주관 기관이 국세원에서 농상
무성으로 옮겨졌고, 군수 공업 개발 장려 정책 담당 부서도 농상무성으로 이관되
었다. 동원 중앙 기관의 폐지에 따라 동원 체제 구축을 주도한 육군 군인들의 실
망은 매우 컸는데,

군수 공업 동원에 관한 상식적 설명(軍需工業動員ニ関スル常

識的説明) 을 집필하였고, 초대 육군성 병기국 工政課長을 지낸 요시다 토요히코
(吉田豊彦)는 국세원 폐지에 대한 아쉬운 소감을 밝히고 있었다.63)
육군은 국세원 해체에 따라, 기존 국세원의 업무를 대부분 이어 받은 농상무성
에 군수 조사령의 결과 및 그와 관련된 각종 통계 자료를 육군에 통보해 줄 것
을 요청하고, 1923년 해군과 공동으로 陸海軍軍需工業動員協定委員會를 설치했
다. 이밖에도 육군은 1924년, 독자적인 동원 계획인 陸軍軍需工業動員中央計劃을
책정하는 등, 동원 체제의 구축을 계속해 나가고자 했다.
한편 1920년대 들어 1차 대전에 직접 참전한 유럽의 국가들은, 향후 전쟁에 대
비해 동원 체제를 준비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프랑스는 1921년 고등 국방
회의를 설치했고 1924년 총동원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이탈리아는 1923년
국방 최고 회의를 조직하고 1925년에는 국가동원령을 제정하였다. 미국 역시
1926년 총동원과 관련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움직임을 보였다.64)
63)

“...이것의 폐지에 매우 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군수공업 동원법은
아직도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은, 마음을 굳게 먹게끔 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생각
한다.” 앞의 글, 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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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과 맞물려, 1925년부터 의회를 중심으로 일본에 동원
체제의 구축을 위한 중앙 기관으로서 ‘國防會議’를 설치할 것을 주장하는 움직임
이 가시화되게 된다. 이러한 주장을 펼친 것은, 주로 군인 출신의 의원들로, 1925
년 1월 24일 나가오카 가이시(長岡外史) 衆議員(전 육군 중장, 전 참모차장)가 국
방회의의 설치를 주장하였고, 아리카와 고로(蟻川五郎) 衆議員(전 육군 소장)도
1925년 2월 국방회의의 설치를 주장하였다. 특히 아리카와는 “지금 전쟁은 말할
것도 없이 국력의 전쟁이다. 따라서 국민의 정신, 지력, 체력, 인구, 산업, 공업,
교통 운송의 국력 그 밖의 모든 힘, 온갖 국력은 이 전쟁에 관계를 가진다.”65)
고 밝히며, 향후 전쟁이 총력전의 양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피력하며, 이에 대
한 대응으로 동원 체제의 구축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중의원뿐만 아니라,

貴族院에서도 동원 체제의 구축을 위한 기관 설치에 대한 주장이 펼쳐졌다. 尾張
徳川家의 제 19대 당주인 토쿠가와 기신(徳川義親)을 포함한 귀족원 의원 11명은
1925년 3월 24일 건의서를 제출해서 “국방의 기초는 국가총동원에 있다”66)는 인
식을 피력하며, 동원 체제 구축을 담당할 기관을 설치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건
의서에 참여한 귀족원 의원 가운데 6명이 군인 출신으로, 재향 군인들이 동원 체
제 구축을 위한 중앙기관의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듬해인 1926년에는, 지난 해인 1925년에 건의된 동원 중앙 기관의 설치가 어
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동
원 중앙 기관의 설치는 헌법, 국무와 통수의 관계, 내각 官制, 각 성의 官制 및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 기관과 기존 부처간의 관계 조정 등 복잡한 문제를 포
함하고 있는 것이므로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다.67)
군부로서는 동원기관의 설치를 바라고 있지만, 정부내 부처별 업무 분장, 권한
설정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쉽게 동원기관의 설치를 결정할 수 없다는 내용
이다. 바로 이 부분에서 1922년 동원 중앙 기관인 국세원이 해체된 이유를 간접
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는데, 그 이유도 아마 위와 같은 각 기관 사이의 권한과
업무 분장을 둘러싼 갈등이 상당히 작용했던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64)
65)
66)

67)

앞의 글, pp.228-231.
각주 46)과 같음.
防衛廳防衛硏修所戰史室,
42(1967)年, p.234.
각주 78) 참조.

戰史叢書

陸軍軍需動員(1)計画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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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雲新聞社,

昭和

동원 중앙 기관의 설치를 앞장서서 주장한 이들이 군인 출신 의원이긴 했지만,
이러한 주장이 2년에 걸쳐 계속되고 끈질기게 정부의 설치를 요구한 것은, 당시
동원 기관 설치에 대한 의회 내부의 기류가 최소한 이에 대해 심각하게 반대하
는 쪽으로는 흐르고 있지 않았고, 군사 중앙 기관의 설치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회 기류의 변화를 바탕으로, 정
부는 1926년 4월 22일, 國家總動員機關設置準備委員會를 설치하고, 동원 중앙 기
관의 설립을 추진할 것에 대한 閣議決定이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동원 기관의
설립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 각의 결정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는 점이
다. “...국가총동원 계획의 근간이 될 제반의 조사, 특히 국가 각종의 자원 및 그
수급 상태를 조사하는 것은 단지 국방상 총동원을 위해서만 이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제국이 지금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의 장려와 사회정책을 입안
하는 데도 또한 필수 불가결한 기초적 요소이다.”68) 즉, 국가 자원에 대한 조사
가 국방뿐만 아니라, 平時 국가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유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담당할 기관이 설치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발언은
동원 중앙 기관의 설치를 둘러싼 정부 내 여타 부처의 불만을 누그러뜨릴 목적
을 지닌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며, 한편으로는 최소한 국가 내 각종 자원의 조
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만큼은 정부 내 모든 부처가 이것의 필요성을 인정
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위의 각의 결정에 따라 1926년 5월 3일, 국가 총동원 기관 설치 준비 위원회가
출범하여 활동을 개시하였다. 위원장은 法制局 장관, 위원은 내각 통계국장, 내각

拓植局長, 내무성, 대장성, 육군성, 해군성, 농림성, 상공성, 체신성, 철도성의 국
장 각 1명을 초빙하였다. 이 위원회는 “국가 총동원 기관의 체계, 조직, 임무, 업
무 수행의 방안과 해당 기관과 각 부처 간의 연계”를 연구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69)
준비 위원회의 1년여에 걸친 준비를 걸쳐, 1927년 5월 27일 資源局의 설립이
이루어져, 동원 중앙 기관의 부활이 이루어졌다. 자원국은 인적 물적 자원의 통
제 운용 계획, 자원 조사 및 시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기관이었다. 군
수국 시절 군수국 차관직을 육ㆍ해군성 차관이 겸임하게 되어 있던 것과는 달리,

68)
69)

앞의 글, p.239.
앞의 글, p.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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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국에서는 아예 차관직을 삭제하여, 군부의 영향력을 줄이려 하였다. 자원국
의 조직은 인사, 문서, 회계, 제도 등을 담당하는 總務課, 자원 현황 조사, 전시
수급 조사를 담당한 調査課, 자원 배양, 평시 시설 확충을 담당한 施設課, 기관
정비 계획, 자원 補塡 및 配當을 담당한 企劃課 로 구성되었다. 법령의 심의, 입
안과 제도 및 시설을 조사하는 制度課, 공장 및 사업장을 조사하고 동원 계획을
작성하는 工場課, 군수품 및 철도, 선박 등의 제반 사항에 대해 조사하는 需品課,
군수 생산을 조사하고 장려하는 産業課로 구성되어 있었던 국세원 제 2부의 조
직과 비교할 때, 상당한 업무 개편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자원국에 임명된
군인은, 총원 38명 가운데 11명을 차지해, 군수국 시절과 유사한 비율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자원국 설치와 더불어 1927년 7월 19일, 資源審議會가 설치되었다. 자원심의회
는 군수 공업 동원법 시행기관이었던 군수 평의회와 달리, 이 법과 관련이 없는
순수한 총리 산하의 동원 관련 자문 기관으로, 자원국으로부터도 독립된 위치에
있었다. 총리가 총재를 겸하고, 총리의 주청으로 칙명에 의해 임명되는 부총재가
2명, 3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자원국 설립에 앞서 1926년 9월 30
일 부로 육군성 병기국 공정과가 해체되고, 그를 확대 개편한 整備局이 설립되었
다는 점은, 자원국 설치 시점을 전후해 동원 체제의 구축을 실행할 기관의 정비
가 육군성 내부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1927년 7월 26일 자원 심의회 제 1 총회가 개최되었는데, 여기서 총리인 타나
카 기이치(田中義一)는 연설을 하였는데, 여기서 군수국/군수평의회 체제와 자원
국/자원심의회 체제 사이의 차이를 잘 알아 볼 수 있다.
...근대 정치의 현실적 요체는 국민의 복지, 그 중에서도 경제적 복지의 증
진을 꾀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그 성패 여부는 주로 그 나라의 지배하에
있는 자원의 다소와 그 이용을 얼마나 훌륭하게 하는지에 달려 있다. ...(중
략)...우리 국민 경제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의 모든 자원에
대해 최선의 이용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중
략)...한 편으로는 널리 내외의 자원에 걸쳐 정밀한 조사를 행하고, 일관된
방침 아래 조직적으로 자원을 배양, 장려함과 함께 생산, 분배, 소비 등 각
방면에 통제를 가해, 생산 능률의 증진에 크게 노력하고, 자원의 남용을 엄
격히 경계하고, 나아가 분배의 공정을 꾀해, 이로써 국민 전반의 현재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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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의 경제적 복지를 증진시킬 계획적 시설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긴요하
다.”70)

平時 국가의 활동,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자원의 조사와 통제, 계획적 이
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아울러 이러한 자원의 조사와 통제가 “현대
국방의 견지에서도 필수 불가결한 근본 요건이다.”71)라 첨언하면서, “특히 유사
시에 자원 통제 운용의 준비 계획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면, 국가를 가장 신속
하게, 또 가장 整然하게 전시 태세로 이전시켜 국군의 수요를 완전히 충족하는
것과 함께 국민 생활의 안정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최대 국방 능력의 발휘를 유
감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즉, 자원의 조사와 통
제를 포함한 자원국의 업무가 평시 국민의 복지 향상을 비롯한 국가의 일반 업
무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戰時 동원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육군 출신의 총리인 타나카 기이치의 이러한 발언을 통해, 자원국의 성격이 군
수국 시절과는 상당히 달라졌음을 파악할 수 있다. 즉, 군수국 시절 온전히 戰時
군수 공급을 위한 목적으로 平時부터 자원에 대한 조사와 통제, 배양을 위한 활
동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자원국은 平時 국가의 활동을 보조하고
복지의 향상을 도모함과 함께, 戰時 군사적 목적을 위해 자원의 조사와 배양, 통
제를 위한 활동을 한다고 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자원국이 배포한 두 기관
을 비교한 표에서도 쉽게 드러난다.72) 防衛廳防衛硏修所戰史室에서 발간한

陸軍

軍需動員(1)計画編 에서는, 두 기관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군수국이 군수 충족을
우선시 하였으며, 總動員施策은 그 결과인 반면 자원국에서는 총 자원의 통제 운
용을 우선시하였고, 군수 충족은 그 일부로 취급되었다고 정리하고 있는데, 적절
한 해석이라 하겠다.73) 이러한 차이는 결국, 육군이 동원 체제 구축을 위한 중앙
기관을 부활시키기 위해, 상당 부분 수세적인 태도를 취하며 여타 정부 부처를
설득하려는 모습을 띤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자원국은 여전히 자원의
조사, 통제,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동원 중앙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
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922년 국세원의 해체가, 아직 일본 정부 내에 총동원론이 충
70)
71)

앞의 글, pp.249-250.
앞의 글, p.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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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한다면, 1927년 자원국의 설
립은 총동원론이 제도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74) 최소한 정부 내
에서만큼은 총동원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일반적인 해석과는 달리, 결코 평탄한 과정이 아니었으며, 동원 체제의
구축을 추진한 육군과 여타 정부내 부처간의 갈등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던 것
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육군의 부단한 노력이 돋보인다고 평
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1918년 1차 대전의 영향으로, 군수 공업을 중심으로 한 동원 체제
구축을 담당하는 동원 중앙 기관인 군수국이 설립되었고, 1920년 국세원으로 확
대되어 의욕적으로 군수 공업 동원 제도를 정착시키려 하였다. 그렇지만 총동원
론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한 상황에서 군부가 주도하는 대형 국책 사업에 대
해 각 처부는 불만을 드러내었고, 업무 분장과 권한 설정의 문제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어 결국 국세원을 중심으로 한 동원 제도의 정착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육군은 자원의 조사와 통제가 반드시 군수 공급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기 시작했고, 의회에서 동원 중앙 기관의 설립을 촉구하
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힘입어 1927년 자원국을 설립해 동원 중앙 기관의 부활
72)

군수국(국세원)
목적

군수 충족

임무

군수공업 동원법 실시

권한

애매, 불명확

조직
시대
자문
기관

73)
74)

軍需 충족이 주된 임무이므
로 육해군 차관이 軍需局차
관 겸임
1차대전 직후 열강이 특별
한 동원 기구 설립하기 전
군수평의회
군수공업 보호, 장려 및 군
수공업동원법 시행에 따른
손해배상 위한 자문기관

자원국
총자원의 통제운용 완전히 해 軍需 및 民需를
충족
국력 함양과 관계있는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의
조사, 양성. 자원 통제 운용계획 작성
자료정비, 각 처부 사무 연결, 통일이 주된 업
무
民需, 軍需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文官을 장관
으로 하고, 武官이 수뇌부에 참가하지 않아

많은 열강이 산업동원 내지 자원통제운용 위한
준비기관 설치중
자원심의회
인적, 물적자원 통제운용 계획 및 그 설정 및
수행에 필요한 조사 및 시설에 관한 주요사항
을 조사 심의해 총리에게 건의

이 표는 1927년 9월 자원국이 배포한 표(앞의 글, pp.251-252)를 필자가 요약, 정리
한 것이다.
앞의 글, pp.252-253.
纐纈厚, ｢国家総動員の法整備とその実施機関｣, 総力戦体制研究 , 三一書房, 1981,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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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루었다. 자원국은 정부 내 각 처부가 모여 약 1년간에 걸친 토론과 논의를
거쳐, 군수국의 실패를 거울삼아 충분한 준비를 통해 설립되었고, 따라서 자원국
의 임무와 조직, 권한은 군수국과 완전히 같지는 않은 형태를 띠고 있었다. 자원
국이 군수 공급을 위해서 자원의 조사와 통제를 주장하였다면, 자원국은 자원의
조사와 통제가 전ㆍ평시에 걸쳐 국익에 부합한다는 정부 내의 공통된 인식을 바
탕으로, 동원 체제의 구축에 나서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자원국의 핵
심적인 임무는 여전히 국방에 소요되는 자원을 조사, 양성, 통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원국의 설치는 육군이 주장하는 총동원론이 정부 내에서 제도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육군은 대규모 병력 운용을 근간으로 하는 총력전을 준비하기 위해 산업 동원
을 중심으로 한 총동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1922년의 국세원 폐
지로 상징되듯이 육군의 노력은 쉽게 정부 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927년 자원국의 설치로 다시 동원 중앙 기관이 설치되었고, 총동원론은
정부 내에 제도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군축 논쟁과 총동원론의 전파
앞 절에서 육군이 주장한 총동원론이 정부 내에서 전개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
보았다면, 이 절에서는 육군 내부와 민간 사회에서 총동원론이 어떻게 전파되어
갔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총력전이라는 새로운 전쟁 형태에 대비하기 위
한 國防論의 성격을 지닌 총동원론이 민간에 널리 소개되는 데에는 1920년대 군
축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육군은 1922년 8월, 육군 대신인 야마나시 한조(山梨半造)
가 주도한 이른바 야마나시 軍縮을 통해 56,000명에 달하는 병력을 감축하였고,
뒤이어 1925년 5월 육군대신 우가키 카즈시게(宇垣一成)가 주도한 이른바 우가키

軍縮을 통해 4개 사단을 감축하게 되었다. 이러한 군축은, 당시 세계적인 군축
분위기에 발맞춘 일본 내의 군축 여론 때문에 진행된 것이지만, 일반적으로는 가
시적으로 육군의 규모를 감축하게 되는 대신 절감한 예산을 모두 군의 장비 개
선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사단 수와 군 현대화를 교환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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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는 타당한 해석이지만, 이러한 군축 자체의 성격에 대해 논하는 것이 본
고의 목적은 아니다. 필자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군축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
이 진행되었다는 점이며, 격렬한 논쟁을 통해 총동원론이 군부 내부에서 주도적
인 담론으로 자리잡게 되고, 그와 더불어 일본 사회 일반에 국방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총동원론에 대한 이해가 증대되는 결과를 가져 왔
다는 점이다. 따라서 군축과 관련해 일어났던 군 내부의 논쟁을 살펴보고, 군축
과 군제 개혁을 주장한 군 외부의 담론들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1차대전으로 촉
발된 국방에 대한 논의가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그 가운데서 총동원론은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육군 내부에 군축과 관련된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이것이
총동원론의 확산과 어더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1920년대 초반에는 군부의 특권 폐지와 군대의 규모 감축을 주장하는
민간의 군축에 대한 요구가 거센 상황이었고, 이를 등에 업은 정당과 내각의 군
축에 대한 요구도 점차 거세져 갔다. 또한 군축론과 맞물려, 낙후된 군의 편제와
장비를 개선하는 군 현대화에 대한 요구도 육군 안팎에서 점차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22년 8월, 육군대신 야마나시 한조(山

梨半造)는 군제 개혁을 실시해서 민간의 군축 요구에 대응하는 한편 육군의 현대
화를 추진하려 하였다. 보병부대와 기병부대를 개편해서 인원을 감축하고, 野砲
부대를 개편해 화력을 강화하는 한편, 항공기 대대를 신설하는 등 신무기를 도입
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병사의 병역 복무 연한도 40일 가량 단축되었다. 이를 통
해 장교 1,800여 명, 준사관 이하 56,000여 명의 병력이 감축되었고, 연간 3,450만
엔의 예산이 절감되게 되었다.76) 육군에 대한 민간의 군축 요구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비대해진 군의 사단 수를 축소하자는 점이었는데, 육군은 常備 사단수를
감축하게 되면 戰時에 병력을 증편하는 데 장애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사
단 수를 감축하는 것을 거부하였다.77) 결국 야마나시를 중심으로 한 당시의 육군

75)

76)

77)

纐纈厚, ｢軍部批判の展開と陸軍改造計画｣, 総力戦体制研究 , 三一書房, 1981, p.99;
梅森直之, ｢
｢宇垣軍縮｣と総力戦体制｣, 堀真清編,
宇垣一成とその時代 , 新評論,
1999, p.22.
纐纈厚, ｢陸軍の総力戦準備構想と軍拡政策｣
, 日本陸軍の総力戦政策 , 大学教育出版
社, 1999, pp.273-274.
纐纈厚, ｢軍部批判の展開と陸軍改造計画｣, 総力戦体制研究 , 三一書房, 1981, 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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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뇌부는, 일본의 공업 생산력이 낮아 전시 대규모의 병력을 유지하는 데는 한계
가 있으므로, 전시 동원군 위주의 국방 계획을 갖추는 것보다는 기존의 국방 체
제를 유지하며 常備軍을 가능한 한 큰 규모로 운용할 것을 고수할 것을 택한 것
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축을 둘러싼 육군 안팎의 여론은 긍정적이지 못했다. 그것
은 무엇보다도 편제 개선을 통해 약간의 인력을 감축하는 데 그치고, 정작 사단
의 수는 그대로 유지하였기 때문에 민간의 군축론자들을 만족시키지는 못하였고,
신무기 도입 등이 불충분하여 육군의 현대화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도 충
분히 만족할 만한 군제 개혁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그러했다. 이에 정부의 재정
정리 위원회는 육군의 4개 사단을 감축하고 연간 3,000만 엔의 예산을 삭감할 것
을 결의하는 등, 압박의 수위를 높여왔고78) 군 내부에서도 항공기 등 신무기의
도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비대한 육군의 규모를 감축할 것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게 되었다.79)
군축에 대한 민간의 여론과, 군제 개혁에 대한 군 내부의 주장이 좀처럼 가라
앉지 않자, 육군은 1923년 8월 육군대신 우가키 카즈시게(宇垣一成)가 주도하여
새로운 육군 군축을 추진하게 된다. 우가키는 여론을 등에 업은 정부의 의도대로
군축이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육군 스스로가 주도하는 군축을 목표로 ①
단기전에도 장기전에도 견뎌낼 수 있는 준비를 할 것, ② 군대간의 싸움도, 國民

皆兵의 擧國戰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③ 무력전을 주로 하고 경제전
에도 대응할 준비를 할 것이라는 육군 개혁 원칙을 내 놓게 된다.80) 이 원칙에서
도 드러나듯, 우가키는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총동원론의 입장에서 육군
개혁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다. 그가 내세운 육군 개혁의 원칙
은,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긴 하나 엄연히 장기전, 국민 개병
의 거국전, 경제전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육상 우가키를 중심으로
추진된 군축안은 1924년 7월 12일 육군 제도 조사 위원회가 작성한 1차 조사 보

78)

79)

80)

纐纈厚, ｢陸軍の総力戦準備構想と軍拡政策｣
, 日本陸軍の総力戦政策 , 大学教育出版
社, 1999, p.275.
纐纈厚, ｢軍部批判の展開と陸軍改造計画｣,
総力戦体制研究 , 三一書房, 1981,
pp.93-94.
纐纈厚, ｢陸軍の軍制改革問題をめぐる政軍間の抗争と妥協｣, 近代日本の政軍関係の
研究 , 岩波書店, 2005, p.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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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로 정리되었고, 그 골자는 4개 사단의 감축과 동시에 육군의 장비 개선, 근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었다.81)
우가키가 추진한 군축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가키를 중심으로 육군
내부에 존재하던 군제 개혁론자들의 주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개혁론자들의
대표적 인물은 우가키 카즈시게와 타나카 기이치(田中義一)가 꼽히며, 이들은 총
동원론의 입장에 서서 대규모 전쟁, 장기전에 대비해 국가 총동원 체제를 준비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가상 적국의 대중군이 완전히 동원되기 전에 상비군으
로 주요 거점 지역과 자원 지역을 확보해 장기전 수행에 유리한 상황을 마련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지나치게 많은 수의 상비군을 유지하려
하기보다는, 화력 보강, 편제 개선을 통해 상비군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
였다.82) 즉, 상비군은 양보다 질을 우선하여 소수 정예로 운영하고, 대신 전시 대
규모 동원을 가능하게 할 체제를 구축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
이었다. 이러한 입장에 서 있던 우가키가, 4개 사단의 감축을 감수하면서도 육군
의 근대화를 추진하고자 하였던 까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육군의 모든 군인들이 이와 같은 급격한 육군의 재편을 주장하는 것에
찬성하였던 것은 아니었다. 타나카 쿠니시게(田中国重) 소장을 필두로 하는 현상
유지론자들은 사단 감축을 동반하는 육군의 개혁에 반대 의견을 표하였다. 특히
타나카 쿠니시게는, 일본이 유럽 열강과 같은 수준의 공업 생산력을 갖추지 못하
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1차대전과 같은 형태의 대규모 동원병력의 운용을 꾀하
기 힘들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일본은 기존의 전략인 速戰卽決주의를 고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수 상비군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
다. 즉, 구미 열강에 비해 장비, 병기 면에서 낙후된 일본이 이러한 열세를 극복
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병력을 유지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83) 이러한
입장을 공유하고 있었던 후쿠다 마사타로(福田雅太郎)는 전쟁의 근본은 사람이
며, 기계가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이 점을 등한시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상비군
축소에 반대하였다.84) 이들은 상비군의 수를 우선시하였다는 점에서 개혁론자들
81)
82)

83)
84)

앞의 글, pp.250-251.
黒野耐, ｢大正軍縮と大正十二年国防方針｣,
帝国国防方針の研究 , 総和社, 2000,
pp.223-224.
앞의 글, pp.224-225.
纐纈厚, ｢陸軍の総力戦準備構想と軍拡政策｣
, 日本陸軍の総力戦政策 , 大学教育出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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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정반대 입장에 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군제 개혁론자들과 현상 유지론자들의 입장 차이는 1차 대전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전술, 미래 전쟁에 대한 대비 등의 지점에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
었다. 현상 유지론자들은 1차대전에서 드러난 포병 중심의 화력전 양상이, 경제
력이 발달한 유럽 열강들 사이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나타난 특수한 것으로 파악
하고, 동아시아의 경우 경제력의 차이가 있는 데다, 지리적 차이까지 존재하므로
화력전 양상이 출현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85) 반면 개혁론자들은 1차대전으로
인한 전술의 변화, 즉 보병 중심의 운동전 양상에서 진지 중심의 화력전으로 바
뀐 것이 동아시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보편적인 것으로 보았다.86)
결국 현상 유지론자들은 1차대전의 전쟁 양상을 특수한 것으로 보고, 기존의
전술 체계를 유지할 것을 주장한 반면, 군제 개혁론자들은 1차대전의 양상이 향
후 모든 전쟁에 적용되는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변화라 생각하고 화력 병기를 중
심으로 한 새로운 전술 체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따라서 보병 중심의
전술을 고집하고 있던 현상 유지론자들이 상비군의 감축에 적극 반대한 것은 당
연한 논리적 결론이라 하겠다. 그리고 군제 개혁론자들은 화력을 중시하는 전술
로의 전환을 상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병력의 수 보다는 화력 장비의
개선에 치중하였고, 따라서 사단 수의 감축을 수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미래 전쟁에 대한 대비, 즉 국방론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차이를 가져오게 한 것으로 보인다. 현상 유지론자들은 전술한 바와 같이 부족한
자원과 낙후된 산업생산 수준을 근거로 총동원 체제 구축이 일본에서 사실상 불
가능하다고 보고, 기존의 군제를 유지한 채 단기 결전을 준비할 것을 주장하였
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다수의 상비군이 필수적이라 보았다. 이들 현상 유지
론자들 역시 1차대전에 펼쳐진 전쟁 양상의 변화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일본 경제의 후진성을 의식해 총력전이 아닌 저비용의 전쟁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87) 반면 군제 개혁론자들은 일본 경제의 후진성을 적극적
으로 국가가 개입해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경제력 육성과 동시에 동원 체제 구

85)

86)
87)

社, 1999, p.281.
黒沢文貴, ｢
日本陸軍の軍近代化論｣,
pp.298-299.
앞의 글, p.302.
앞의 글, pp.300-301.

大戦間期の日本陸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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みすず書房,

2000,

축을 통해 일본도 총력전을 수행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보았다.88)
이처럼 1920년대 초반 군축과 군제개혁을 놓고 육군 내부에서는 격렬한 논쟁
이 발생하였다. 표면상 주된 쟁점은 상비 사단의 감축을 시행할 것이냐 말 것이
냐에 맞추어져 있었지만, 그 내부를 살펴보면, 미래 전쟁 양상에 대한 인식, 전술
적 관점의 차이, 군제 개혁의 실시 등 국방과 관련된 포괄적인 문제가 엮여 있었
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군축 논쟁의 과정에서 총력전이라는 새로운 전쟁
에 대비하기 위한 방책인 총동원론 역시 자연스럽게 화제로 떠오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20년대 초반의 시점에서 모든 육군 군인들이 총동원론에 동의
하였던 것은 아니었지만, 군축 논쟁이 진행됨에 따라 총동원론에 관련된 내용들
은 자연스럽게 군 내부에 전파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육군은 1923년 8월 육군대신 우가키 카즈시게(宇垣一成)
가 주도하여 새로운 육군 군축을 추진하게 된다. 군축안의 내용은 4개 사단을 감
축하고, 절약된 예산 1295만 엔을 비행기, 전차 등 신병기를 도입해 군 현대화와
총력전 준비에 충당하기로 하는 것이었다.89) 이는 민간의 군축론자들과 정당에서
주장하는 군의 조직 축소를 과감히 수용함으로써 군축에 대한 여론을 가라앉히
는 한편,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군의 현대화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
이었다. 이는 결국 다수의 상비군 보다는 더욱 강력한 화력과 항공기와 같은 신
병기를 우선시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1925년 5월 우가키 군축이
시행되고, 그 결과로 육군이 1925년부터 8개년 군비 보충계획을 실시하여 보병
화력을 개선하고 신무기 도입을 추진하거나, 1926년 11월부터 作戰資材整備永年

計劃을 발동하여 전시 군수 공업 능력의 확충을 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90) 군축 여론에 순응하여 4개 사단의 감축을 받아들이는 대신,
육군의 현대화와 동원 체제의 구축을 위한 정책을 실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
울러 군축이 시행됨과 동시에 군제 개혁에 반대하던 대표적인 현상 유지론자인
후쿠다 마사타로福田雅太郎, 오노 미노부尾野実信, 마치다 케이우町田経宇 대장
3명은 예비역으로 편입되게 된다. 군축의 결과로 인해 군 내부의 주도권은 군제
88)
89)

90)

앞의 글, pp.307-308.
纐纈厚, ｢軍部批判の展開と陸軍改造計画｣,
総力戦体制研究 , 三一書房, 1981,
pp.93-94, p.96.
纐纈厚, ｢陸軍の総力戦準備構想と軍拡政策｣
, 日本陸軍の総力戦政策 , 大学教育出版
社, 1999, pp.276-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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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론자들이 쥐게 되고, 이들은 적극적으로 총동원 체제의 구축에 나서게 된 것
으로 보인다.91)
이처럼 1920년대 초반의 군축으로 인해 군 내부에서 격렬한 논쟁이 발발하고,
그 결과 총동원론이 군 내부에 전파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데 당시 군축을 둘러싼 논의는 군 내부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매우 큰 관
심을 받는 문제였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군축 논의가 단순한 병력 감축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결국 향후 국방을 어떻게 구성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담론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러한 국방론이
민간에서 어떻게 논의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 일반 사회에 총동원론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육군의 퇴역 군인들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내 놓은 군제 개
혁 관련 논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보병 중위 출신인 나카오 타츠오(中尾龍夫)
는

군비제한과 육군의 개조(軍備制限と陸軍の改造) 라는 책을 통해, 병사의 복

무기간을 단축하고(｢
經費節約と在営年限短縮｣
), 보병 여단 사령부를 폐지하고(｢
步

兵旅團司令部の廢廳｣
), 기병 여단을 폐지하는 등(｢
騎兵旅團の全廢｣), 군제 개혁을
통해 3300만 엔의 예산을 절감하고, 이 예산으로 군 근대화를 추진 하여 신식 병
기를 도입할 것(｢
新式兵器の充實｣
)을 주장하였다.92) 사단 수를 감축하지 않고, 편
제 개편을 통해 예산 절감을 주장하였다는 점에서 야마나시(山梨) 군축안과 유사
한 점이 있었지만, 신식 병기의 과감한 도입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군제 개혁론자
들의 주장과 맞닿은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육군 중장 출신인 하시모토 카츠타로(橋本勝太郎)는

경제적 군비의 개

조(経済的軍備の改造) 라는 책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는 현
대전을 “국민전쟁”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며, 총력전과 유사한 관념을 지니고 있었
다. 그는 전시에 총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병력을 동원해, 短期決戰할 것을 주
장하였다. 이를 위한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하며, 특히 경제력의 확충이 중요하
다고 주장하였다.93) 물론 그는 장기전이 아닌 속전속결의 전술을 중시하였다는
점에서 총동원론과는 다른 견해를 드러내고 있긴 하지만, 총력전에 대한 이해와,
91)

92)
93)

纐纈厚, ｢陸軍の軍制改革問題をめぐる政軍間の抗争と妥協｣, 近代日本の政軍関係の
研究 , 岩波書店, 2005, p.256.
中尾龍夫, 軍備制限と陸軍の改造 , 文正堂書店, 1922.
橋本勝太郎, 経済的軍備の改造 , 隆文館,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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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대한 대책이 대규모 동원을 통한 大衆軍의 편성이라는 점에서 육군의 총동
원론자들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더욱이 그가 總動員省
의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第六篇四章 總動員省｣
) 그의 주장이 총동원
론과 맥락을 같이한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육군 대좌 출신인 코바야시 쥰이치로(小林順一郎)가

육군의 근본

개조(陸軍の根本改造) 에서 국민국방을 주장하며(｢
國民的國防の內容｣
)인구 7%선
의 병력을 장기간 유지할 생산력, 보급 체계를 갖출 것을 주장하였다.94) 그의 주
장은

월보(月報)

33호(大正7년 5월)에 실린｢
병원자원의 운용에 관한 일반관찰

(兵員資源ノ運用ニ關スル一般觀察)｣에서 정리한 남성 총 인구의 30% 동원(총 인
구의 15%)과 유사한 수준의 주장이다. 물론 병력 동원의 규모에서 상당한 차이
를 보이기는 하지만, 戰時에 平時보다 훨씬 많은 수의 대중군을 동원해 운용할
것을 주장하였다는 점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규모 동원을
위한 사전 준비를 강조하고, 경제력 확보를 강조하고 있는 점은, 총동원론과 상
당히 유사하다. 이상에서 살펴 본 퇴역 군인들의 군제 개혁론은, 총동원론이 육
군 내에서 이른 시기부터 일반 군인들에게 확산되어 가고 있었으며, 군인들이 일
반 국민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군제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있었던 상황을 보여
준다. 이러한 적극적인 시도를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도 총력전의 개념이 조금씩
전파되어 갔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 미야케 세츠레이(三宅雪嶺) 등 민간의 저널리스
트들도 군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이들은 주로 신문, 잡지 등 언론 기관을
중심으로 자신의 군축론, 군부의 특권 축소를 주장하였다. 자유주의 저널리즘을
대표하는 잡지였던

중앙공론(中央公論) 이 이러한 군축론의 중심이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요시노 사쿠조는 ｢
육군의 확장에 반대한다(陸軍の拡張に反対する｣
(1918.2.), ｢
군대의 비문명(軍隊の非文明｣
(1919.2.), ｢
징병제도개혁의 급무(徴兵制度

改革の急務)｣
(1919.6.), ｢
군대생활의 내면적 개혁의 필요(軍隊生活の内面的改革の
必要)｣
(1919.11.), ｢국방계획의 근본의(国防計画の根本義)｣(1920.10.) 등을 발표해,
군축론뿐만 아니라 징병제도의 개혁과 군대 문화의 개선, 국방 계획의 재검토 등
군사 전반에 걸친 평론을 내 놓았다.95)
94)
95)

小林順一郎, 陸軍の根本改造 , 時友社, 1924.
纐纈厚, ｢陸軍の総力戦準備構想と軍拡政策｣
, 日本陸軍の総力戦政策 , 大学教育出版
社, 1999, pp.26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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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자이자 평론가로 널리 알려져 있는 미야케 세츠레이 역시

中央公論

1922년 3월호의 군축 특집에 ｢
육군의 축소와 군사 사상의 개선(陸軍の縮小と軍事

思想の改善)｣
이라는 제목의 논설을 기고해, 자신의 군사 사상과 군축론을 선보이
고 있다. 그는 이 글을 통해 러시아, 독일 등 유럽 열강이 1차대전으로 몰락하였
고, 중국 역시 계속된 내전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일본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만
한 요소가 줄어들었음을 지적하고, 군축이 가능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유럽의 1차대전이, 상비군 중심으로 싸운 독일과 국민 동원군을 중심으로 싸운
영미의 싸움이었으며, 영미 연합군의 승리는 상비군보다 동원군이 우세함을 보여
주는 사례라 해석하였다. 따라서 그는 상비군을 축소하고 국방의 개념을 재정비
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대규모 동원군의 운용을 축으로 한 국방 체계를 구
상한 총동원론의 주장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처럼 당시 민간의 저널리스트들, 특히 자유주의적 입장에 서서 군부에 비판
적 태도를 취하고 있던 이들은

中央公論 과 같은 잡지를 중심으로 군부의 특권

비판, 상비군 규모 축소를 핵심으로 하는 군비축소론을 주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주장은 당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던 것으로 보인다. 전술한 바와 같이

中央公

論 에서는 1차대전이 끝날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요시노 사쿠조, 미즈노 히로노리
(水野広徳) 등의 군축론, 군부비판론을 꾸준히 게재하였다.96) 그리고 후술하는 이
누카이 츠요시(犬養毅)의 사례와 같이, 군부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비롯된 군
축론, 군 개혁론의 목소리는 정치권에서도 활발히 논의되었고, 그 결과 전술한
바와 같은 군축이 실시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민간에서 진행된 활발한 군축 논쟁은, 그 주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군부가 지닌 특권에 대한 비판에 있긴 하였지만, 단순한 군부 비판론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 전략, 향후 국방 체계에 대한 구상 등을 드러내고 있는 국방론의 성
격 또한 띠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는, 민간 저널리스트들이 지니
고 있던 총력전과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총동원론에 대한 인식을 일반 사회에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다 볼 수 있다.

96)

미즈노 히로노리(水野広徳)는 후술하는 1922년 3월호의 군축 특집 이외에도, 중앙
공론을 통해 ｢
워싱턴 회의와 군비축소(華盛頓会議と軍備縮小)｣
(1921.10.), ｢군비축소
와 국민사상(軍備縮小と国民思想)｣(1922.1.), ｢
군사상에서 본 해군협정(軍事上より見
たる海軍協定)｣(1922.2.), ｢유악상주와 통수권(帷幄上奏と統帥権)｣(1922.5.), ｢군부대신
개방론(軍部大臣開放論)｣
(1922.8.) 등의 글을 발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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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민간의 군축론자 가운데 해군 출신으로, 1921년 오자키 유키
오(尾崎行雄) 등과 함께 軍備縮小同志會를 설립하였던 미즈노 히로노리(水野広徳)
의 군축론에 대해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그는 이상적인 평화주의적 관점에서 군
축을 논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군축에 접근하였으며, 향
후 국방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
미즈노는 2회에 걸쳐 유럽을 방문하였고(1916.9-1917.8. 1919.3-1920.5)

論

中央公

등의 잡지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발표하였다. 그는 강대한 군비를 갖추어 전

투에서는 승리하였지만, 결국 연합군의 압도적인 경제력 앞에 패배한 독일의 사
례를 들어 현대 전쟁에서는 군비의 강력함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
쳤다.97)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군비만이 아니라 국방
력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게 된다. 그는 국방력이 국가 내에 존재하는
인구, 물자 등에서부터, 경제력, 산업 생산력, 교통 체계, 외교 관계 등 무형의 요
소에 이르기까지 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힘으로 정의될 수 있다고 보
았다.98) 이러한 주장은, 그가 총력전의 개념을 충실히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다.
미즈노는 이처럼 국방력의 강화를 군비 확충보다 중시하는 입장에 서 있었다.
그는 전쟁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
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국방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지나
치게 많은 비용을 소모하는 군비를 완화해서, 절감된 경제력을 국력 함양에 투자
할 것을 주장하였다. 즉, 군비 축소를 통해 민간의 경제력[民力]을 함양하자는 것
이 미즈노가 주장한 국민 국방론의 핵심이었다고 볼 수 있다.99)
1922년 3월,

中央公論 에 마련된 군비 축소 특집을 통해, 미즈노는 ｢
군비축소

의 가능성과 그 난관(軍備縮小の可否と其の難關)｣
이라는 글을 통해 군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더욱 뚜렷하게 제시하였다. 그는, 인접국인 러시아가 1917년 공산
혁명을 통해 혼란에 빠져 있고, 중국 역시 군벌의 할거로 인해 내전 상태에 빠진
점을 고려할 때, 현 상황 하에서 이들 국가가 대외 침공에 나설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일본이 침략전쟁을 계획하지 않는 한, 가상 적국의 위협은 존재
97)

98)
99)

福島良一, ｢水野広徳の｢国防｣
認識ー軍備縮小との関わりを中心にー｣, 埼玉学園大学
紀要 人間学部篇 7, 2007, p.297.
앞의 글, p.296.
앞의 글, p.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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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고 보고, 현 상황 하에서는 충분히 군축이 가능할 것이라 주장하였
다.100) 또한 그는 향후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면, 육군 당국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50만, 100만 등 일정한 수의 군대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진정
한 國民皆兵을 실행할 각오가 없어서는 안된다. ...(중략)... 국민 전체를 전시 병
력으로 삼는 방도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는다.”101)고 말하며, 대규모 동
원군의 소집을 통해 전시 병력을 운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즉, 주변국의 상황
을 살펴 볼 때 큰 규모의 상비군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충분히 군
축을 시행할 수 있으며, 설령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총력전으로 전쟁 양상이
변화된 이상 전시 대규모의 병력 동원을 통해 전쟁의 승리를 도모해야 할 것이
므로, 과다한 상비군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의 논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는 육군의 병력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주장하며, 군축
을 통해 절감된 예산을 “절반은 육군 인사의 개선, 병기의 개량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 절반은 문화 사업의 시설로 전용할 것을 바란다”고 주장하였다.102) 아울
러 일본의 병기가 낙후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양을 줄여서 질을 좋게 하는 것
이 오히려 육군 병력을 증진시키는 길이라고 믿는다”103)고 밝히고 있다. 결국, 병
력 감축을 통해 얻어진 예산의 일부를 육군 장비의 개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다.
미즈노의 국민 국방론은 기본적으로 군비 개선보다는 국방력의 확충을 주장하
는 것이었지만, 그 내부에는 총동원론과 상통하는 요소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주장한 국방력의 개념은 국가 내부의 유형, 무형적 요소를
전쟁에 모두 동원한다는 총력전의 개념과 상통하는 것이었다. 기본적으로 총력전
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던 그였기에, 전시 대규모 동원군의 운용을 상정한 것은
당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평시 상비군의 규모를 과감히 축소할 것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가 일본 육군의 낙후성을 지적하고, 군축을 통해
확보한 예산 가운데 일부를 군 현대화를 위해 사용할 것을 주장한 점은, 육군내
제도 개혁론자들의 주장과 상통하는 것이다. 이처럼 군축 논쟁을 통해, 민간에서
도 총동원론과 맥락을 함께하는 주장이 등장하고 있었다는 점은 의미심장한 것
100)
101)
102)
103)

水野廣德, ｢軍備縮小の可否と其の難關｣
, 中央公論 , 1922年 3月, pp.84-85.
앞의 글, p.85.
앞의 글, p.89.
앞의 글, p.89.

- 52 -

이라 하겠다.
총력전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동원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
다는 의견이 민간에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은, 정치가인 이누카이 츠요시(犬養

毅)의 주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민당(國民黨) 소속의 정치가인 이누카
이 츠요시는 산업 입국론(産業立國論)에 기반하여 경제적 군비론을 주장하였
다.104) 그는 주로 의회 내 발언을 통해 자신의 국방론을 주장하였으며, 아울러
청년(青年) ,

국가 및 국가학(国家及国家学)

등의 잡지를 통해서도 자신의 주장

을 일반 사회에 널리 전파하고자 하였다.
그는 일본 경제 후진성 극복 위해 과학 지식을 연구하고, 생산비를 증가시키는
원인을 제거하고, 평화적으로 중국과 만주-몽골지역의 자원을 개발할 것을 주장
하였다. 이러한 산업 입국론의 맥락에서 그는 미래의 전쟁 양상이 군인만의 전쟁
이 아닌 전국민의 전쟁이 될 것이라 주장하였고, 또한 무력만이 아닌 무력과 경
제력의 다툼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따라서 장기전과 대규모 물량전을 수행하
기 위해서는, 전쟁을 감당할 경제력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라 보고, 특히 평시 경
제력의 확충을 중시하였다. 이에 이누카이는 경제적 군비론을 주장하였는데, 그
내용은 당시 일본의 경제력으로 미루어 보아 지나치게 많은 군대를 무장시키고
유지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군대의 내실을 다지는 것을 우선시 하
였고, 따라서 우선은 병력을 감축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누카이의 군축론은 평화
주의에 입각한 것 아니라, 일본의 경제력에 맞는 현실적인 군비 갖추자 한 것이
특색이라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누카이는 병역 의무를 1년으로 축소하고,
10개 사단을 축소하자고 주장하였으며 절약한 예산으로 군 근대화를 추진할 것
을 주장하였다.
앞서 미즈노의 군축론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이누카이의 군축론 역시 전쟁에
미치는 경제력의 영향에 주목하고 있었던 점과 너무 많은 군대의 병력을 감축하
는 대신 군의 내실을 다질 것을 주장한 점은, 육군이 추진하던 군 개혁안의 내용
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또한 중국의 자원에 주목하여 이를 활용해 일본의 경제
력을 확충하고자 한 부분 역시 전술한 코이소 쿠니아키(小磯国昭)의 주장과 유사
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유사점이, 군축론을 둘러싸고 그 입장이 전혀 반대되어
보이는 군축론자들과 육군내 개혁론자로 하여금 합의점을 도출하고 타협하게 만

104)

時任英人, ｢犬養毅と第一次大戦｣, 軍事史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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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육군을 개선하고, 현대
화할 필요가 있다는 군축론자들의 주장은, 육군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타당성을 지닌 것이었던 셈이다. 즉, 민간의 군축론은 단순한 군부 비판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서만이 아니라 상당한 논리적 체계를 갖춘 국방 개혁론의 성격도
띠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군축론의 성격은, 정부와 군부로
하여금 군축을 시행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했던 것과 동시에, 民間에 국
방에 대한 관념을 확산시키고, 새로운 전쟁 양상인 총력전에 대한 이해와 총동원
론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1920년대를 거쳐 총동원론은 사회에 서서히 전파되어
간 것으로 보인다. 장래 전쟁에 대비한 국방 개혁론의 성격을 지닌 총동원론의
내용이 사회 일반에 널리 소개된 결정적인 계기는 20년대 초반 군축을 둘러싼
논쟁이었다고 생각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의 군축론은 1920년대 초반,

央公論

中

등 일반 언론에서 널리 다루어지던 주제였으며, 국민당 등 정치권이 이

에 기반한 군축안을 내 놓는 등, 당시 일본 사회에 미친 영향력이 큰 논쟁이었다
고 볼 수 있다.
군축론은 본질적으로 군부에 대한 비판적 성질을 띠고 있었지만, 결국 군축론
역시 향후의 국방 체제를 어떻게 갖추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찰을 담고 있었
고, 민간의 군축론 가운데는 소수 정예의 상비군으로 군의 편제를 개혁하고, 전
시 대규모 동원군을 운용할 것을 주장해서, 총동원론을 추진한 육군의 입장과 맥
락을 함께하는 논의도 있었다. 따라서 육군은 군축을 수용하는 대신 군 현대화와
동원 체제의 구축을 함께 추진하였고, 이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호의적인 것이었
다고 볼 수 있다. 군축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부대 규모 축소와 급격한 편제 개
혁, 대중군의 운용을 축으로 한 동원 체제 구축에 반대한 일련의 군인들은 축출
되었고, 적어도 육군 내에서 군 근대화와 동원 체제 구축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군축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을 거치면서 총동원론
은 일본 사회 일반에 널리 소개되고, 육군 내에서 지배적인 담론으로 정착한 것
으로 보인다.
하지만 1920년대 초 육군의 1차 대전 연구를 통해 탄생한 총동원론이 이처럼
격렬한 논쟁을 통해 일본 사회에 전파되어 나갔다는 점은, 앞 절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총동원론이 1920년대 일본 정부 내에 제도적으로 확립되고 사회에 전파
되는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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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 언급하지만, 동원 체제의 구축은 국방 체제의 전면적인 개편이며, 경제,
사회 등 국민 생활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국가적인
사업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은 육군과 같은 일개 부처 차원에서 추
진될 것이 아니라, 부처의 이해관계나 좁은 시야를 벗어나 국가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에 대
한 국민의 이해, 전체적인 합의, 그리고 적극적인 지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1920년대의 동원 체제 구축 과정을 살펴보면, 이러한 이상적인
상황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어 갔음을 알 수 있다. 총동원론에 대한 정부 내
의 합의조차 얻어내지 못한 채 육군은 무리하게 동원 체제의 구축을 시도하다
1922년 국세원의 해체라는 좌절을 맛보아야만 했고, 군축 요구로 상징되는 전 사
회적인 反軍정서에 시달리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군축 여론이 반드시 총동원
론을 주장한 군인들에게 있어서 불리한 것만은 아니었다. 군축으로 말미암아 촉
발된 논쟁은 군대의 규모에 대한 논의에만 한정되지 않고, 향후 국방 체계 전반
에 대한 논의로 확산되었으며, 그러한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총동원론은 군 안팎
으로 널리 전파될 계기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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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1914년 1차 대전 발발 후, 육군은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 큰 관심을
가졌다. 이에 1915년에 臨時軍事調査委員을 설치하여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
쟁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임시 군사 조사 위원의 연구 성과는 주로 전술, 병기,
위생 등 실무적 분야에 관련된 것들이었고, 그 가운데 각국의 동원제도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 주목된다. 유럽의 교전 각국 가운데 영국, 프랑스, 독일의 제도를 중
점적으로 다루고 있었는데, 특히 해상이 봉쇄된 가운데 제한된 자원 상황에도 불
구하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하여 오랜 기간 전쟁을 수행한 독일의 동원 제도
를 높게 평가하였다. 전쟁에 대한 연구 가운데, 참전국의 동원 제도, 특히 산업
동원에 대해 임시 군사 조사 위원들이 주목하고 있었다는 점은 이후 총동원론의
형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조사 위원들의 동원 제도에 대
한 연구와 의견들은, 거의 동시에

偕行社記事

등을 통해 육군 전체에 전파되고

공유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참전국에 대한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일본은 1차 대전이라는 세계사적
사건이 가져다 준 충격에 대해 나름의 적응 방식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육군은 1
차 대전에 방대한 군수품이 소모되고 엄청난 규모의 군대가 동원되었으며, 이러
한 물량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부분의 산업 시설이 국가의 통제 하에서 군수품
과 필수품 생산에 매진하였고, 전선에 나서지 않는 국민들도 국가가 지정한 물품
의 생산에 동원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장래 전쟁의 양상이 반드시 이
러한 대규모 지상군 중심의 물량전이 될 것이라 예측하였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국가 내 모든 자원을 전쟁 수행을 위해 一元的으로 통제하는 체제, 국
가 총동원 체제의 구축을 주장하는 총동원론을 구상하게 된다.
일본이 구상한 동원 체제의 핵심은 인적, 물적 자원을 포함한 나라의 모든 자
원을 국가가 강력히 통제하는 것에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강력한 자원의 통제를
강조한 것은, 자원이 부족하고 생산력이 유럽 열강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일본의 현실상, 부족한 자원을 가능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전쟁에
동원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총동원론의 특징은

戰時에 대비하기 위해 平時부터 국가의 자원 통제를 강화할 것을 주장한 데 있
다. 자원 조사나 부족 자원의 양성은, 그 자체만을 놓고 볼 때는 큰 의미에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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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강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러한 자원 양성의
목적이 결국 전쟁이라는 점에서, 통제의 강화가 결국 육군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
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었다고 하겠다.
육군의 1차 대전 연구와 총동원론의 영향으로, 1918년 軍需工業動員法이 제정
되고, 법률의 실행 기관으로서 軍需局이 설치된다. 군수국은 전시 군수 공급을
원활히 하고 평시부터 군수 동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설립되었
으며, 국내 자원에 대한 조사와 부족 자원을 양성하고, 군수 생산을 촉진하기 위
한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였다. 군수국은 1920년 國勢院으로 확대 개편되고,
본격적인 동원 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동원 관련 업무는 기존의
정부 부처들과 연관되는 것이 매우 많았고, 따라서 연관 업무를 정리하고 국세원
과 기존 정부 부처들 간의 관계를 정립하고 권한을 조정하는 것이 매우 복잡하
게 얽혀 있는 상황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랜 기간 회의를 거듭하였지만,
완전한 조정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 부처들과 동원 체제 구축을 주도한
육군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1922년 결국 국세원이 해체되
고 만다.
국세원 해체 이후 육군은 동원 중앙 기관의 부활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였
으며, 1925년 들어 의회를 중심으로 동원 중앙 기관의 설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정부는 1926년 동원 중앙 기관 설치를 준비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립해 1년가량 준비 기간을 거쳐 1927년 資源局을 설립하게 된다. 자
원국은 군수품 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그를 위해 자원의 조사, 통제 및 양성을
시도한 군수국과는 달리, 平時 국가 사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 자원을 조사하고
양성하는 업무를 실시하는 기관이었으며, 아울러 戰時에 대비한 동원 체제의 구
축을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는 자원국과 연관된 각 정부 부처의
의견을 존중하고, 동원 중앙 기관인 자원국에서 군부의 색채를 다소 탈색시키려
는 시도로 보인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자원의 조사, 통제라는 자원국의 업무는
군수국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동원 중앙 기관으로서의 성격도 변함이 없
었다. 따라서 자원국의 설립은 일본 정부 내에 육군이 주장한 총동원론이 제도적
으로 안착한 것을 드러내는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1920년대 초반 沸騰했던 군축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은, 일본 사회 내에
총동원론이 전파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군축론은 표면상 군부에 대
한 비판론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국방 체계에 대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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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육군이 총력전이라는 새로운 전쟁 양상에
대비하기 위해 구상한 새로운 국방 체계인 총동원론과 연결될 소지를 안고 있었
다. 실제로 민간의 군축론은 비대한 육군의 조직 축소와 함께 육군의 현대화와
동원 체제의 구축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육군은 조직
축소를 감내하는 대신, 육군 현대화와 동원 체제의 구축을 추진할 동력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군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총동원론에 반대하고 기존의 국방
체제를 유지할 것을 주장한 군내 세력을 축출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일본의 총동원론은 대규모 병력의 동원을 핵심으로 하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대비책이었다. 대규모 병력이 소모할 막대한 군수품의 생
산을 위해서는 풍부한 자원과 높은 수준의 산업 생산 능력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지 못한 일본의 상황에서, 대규모 물량전을 실시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구상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육군은 해외의
자원을 확보할 필요성을 절감하는 한편, 제한된 자원을 최대한 전쟁에 효율적으
로 동원하기 위해 강력한 통제 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통
제 체제가 戰時에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력 강화를 촉진하고 부족한 자원
을 보충하기 위해 平時부터 작동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 일본 총동원론의
특징이라 하겠다.
이러한 동원 체제의 구축, 통제의 강화가 주장되었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것
은 그 통제의 주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명시되고 있지는 않지
만, 그러한 통제의 목적이 결국 전쟁의 수행에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군부가
이와 같은 통제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이다. 총력전이라는 새로운 전쟁의 양상이 단순한 군사력의 경쟁이 아니
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이 투입되는 전쟁이라는 점을 감
안할 때,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 내 모든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가
필요하다는 점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육군은 전술한 바와 같이 대중군
의 동원을 중심으로 한 총력전의 수행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고, 총력전의 수행
을 가능하게 할 동원 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동원 체제의 구축은 결국 육군이 軍事라는 고유한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 사회
전반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으로 보인다.
총동원론 속에 내포된 이러한 육군의 자기중심성으로 인해 1920년대의 동원
체제의 구축 과정은 결코 순탄한 것이 아니었다. 20년대 초반 군축 여론의 沸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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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동원 중앙 기관의 폐지 등 상당한 장애에 부딪친 육군은 동원 체제의 구축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 정부 내 다른 부처에 대해서도 저자세적인 태도를 취할 수
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 한 차례 폐지된 동원 중앙 기관을 부활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축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 역시 총동원론이 일본 사회 내
에 자리잡는 과정의 복잡한 양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총동원론은 육군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만을 담고
있었던 주장은 아니며, 오히려 총력전이라는 새로운 전쟁 양상에 대한 이해를 바
탕으로 한 국방론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육군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가 수반된 점에 충분히 주목할 필요는 있지만, 1920년대의 맥락에서
이를 지나치게 과장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총동원론은 등장과 동시
에 일본 사회에 전격적으로 수용되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것의 전파는 20년대 전
반에 걸쳐 복잡한 양상을 띠는 것이었다. 이러한 변동을 겪으며 총동원론의 전개
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과정이 결국 30년대 이후 육군의 파시스트化와 연관을 가
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의 과제로 삼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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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正6年(1917)6月

〈日文 抄錄〉

1920年代日本の総動員論の形成と展開
1914年(大正3)

一次大戦の勃発後、日本は陸海軍を中心としてヨーロッパの戦争

の研究に着手した。とりわけ、陸軍の場合、臨時軍事調査委員を設置して戦争中の
諸国の制度、教育、衛生、戦術、兵器などに就いて詳しく研究を遂行した。陸軍の
一次大戦研究の中で注目すべきことは、交戦各国の軍需動員を主とする動員制度に
就いての研究であって、これらの研究の成果はほぼ同時に陸軍全体に公開され、陸
軍内部での総動員論の形成に影響を及ぼしたと思われる。
日本の王動員論は、対規模の動員兵力を戦力の核心とする戦争を遂行するための
対策であった。大衆軍が消耗する膨大な規模の軍需品を生産するためには、豊富な
資源と高度の産業生産力が必要であった。しかし、そのとちらの要素も備えていな
かった当時の日本の状況で、欧州列強のような総力戦を強行するのは、中々手強い
構想であった。このような状況を取り抜けるため、陸軍は海外の資源を確保する必
要性を痛感しながら、制限された資源をより効率的に戦争に動員するため、強力な
統制体制の構築を必要とすることになる。このような統制体制が戦時のみに発動す
ることでなく、生産力の強化を計らうため、平時から作動する必要があると主張し
たのが日本の総動員論の大きい特徴といえよう。
このような動員体制の構築、統制の強化が主張される時、問題になるのは、その
統制の主体である。これに就いて、陸軍は直接明視してはいないが、そのような統
制の目的が結局戦争の遂行にあることを考えれば、その統制に軍部が強い影響力を
行使する可能性が高ぶるのは予想できると思う。総力戦という新しい戦争の様相が
単なる軍事力の競争でなく、政治、経済、社会、文化等、国家の中のあらゆる力量
が投入される戦争であることを考えれば、これに備えるためには、国家の内部の全
国民の積極的な協調と支持が要求されるといえよう。しかし、陸軍は、大衆軍の動
員を中核とする総力戦の遂行を将来戦の対策とし、そのために動員体制の構築を目
標としていた。そして、動員体制の構築は、結局、陸軍をして軍事という自分の固
有の領域を越えて、社会全般に対する政治的影響力を持たせる契機になれたと思わ
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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総動員論の中の陸軍の自己中心性によって、1920年代の動員体制構築の過程は、
決して円満に進行されたものではなかった。20年代前半の軍縮世論の高揚と動員中
央機関の国勢院の廃止など、相当の障害にぶつかれた陸軍は、動員体制の構築を続
けるために政府内の外の機関に対して協調を求めようとする努力を通じて、辛うじ
て動員中央期間の資源局を設置するのができた。そして軍縮に就いての激しい論争
も亦、総動員論が日本社会の中に安着する過程の複雑な様相を示している一例であ
ろう。
このように、総動員論は、陸軍の政治的影響力を拡大しようとする意図だけを含
んでいた政治的な主張ではなく、むしろ総力戦という新しい戦争の様相に対する理
解に基づいた国防論の性格を持っている。これを推進する過程で、陸軍の政治的影
響力拡大が同伴されたことは事実であり 、 それに注目する必要はある 。 しかし 、
1920年代の状況で、陸軍の政治的意図を過大に評価する必要はないと思う。総動員

論が登場と同時に日本社会に即時受容されたわけではなく、その伝播は複雑な様相
をしているものであった。その変動を通じて、総動員論の展開が行われて、30年代
以降の陸軍のファシスト化に繋がったと思われる。
主要語: 一次大戦、総力戦、総動員体制、総動員論、日本陸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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