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49 -

1928년 식민지 조선 ‘병비충실’ 운동의 

추이와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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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근  일본육군은 팽창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지속 인 군사력 확장을 꾀하 으

며, 식민지 조선에도 2개 상주사단 증설을 시작으로 치안 유지  륙침략을 

명분으로 삼아 지속 인 병력증강을 요구해왔다. 1차 세계  이후 군부의 정

치  향력이 쇠퇴하고, 군비감축이 세계  기조로 자리하며 일본육군은 부  

폐지, 각종 산 정리 등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 와 에도 육군은 

*  본 논문은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2021년도 ‘21세기 신규장각 자료구축사업-한

국학 학술 회 지원’을 통해 만인만색연구자네트워크 ‘식민지 개발’ 과 규장각한국학연구

원이 공동 개최한 ｢한국 근  사회경제사 연구의 최 선｣ 학술 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

정보완한 것임.

** 건국 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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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의 규모를 최소화하거나, 기술 개선 등을 시도하여 군축의 향력을 이고

자 하 다. 조선 주둔 일본군1)에 해서는 병력 감축의 논의가 있었으나, 오히

려 특수병과의 설치나 ‘고정원제’로 불리는 병력의 증가 등의 결과로 귀결되곤 

하 다.2) 이 게 조선에 한 일본육군의 증병 요구는 이른바 ‘증사(增師)’로 불

리며 일본육군에 있어 일종의 숙원으로 인식되었다.3)

식민지 조선사회에서는 육군의 군비확장 기조에 편승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

다. 지역사회의 부  유치운동이 표 이었다. 이는 육군의 군비확장이라는 정

치군사  이권과 조선 지역사회의 경제  이권이 맞닿는 지 에서 발생하는 

상이었다. 물론 수지역 선정 등은 군사  문제 으므로, 지역사회의 부  유치

운동의 향력은 제한 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총독 혹은 군부의 이해

계와 합치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일부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

다. 반 로 말하면, 육군 혹은 총독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역학 계를 활용하

여 자신들의 이권을 실 할 여지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4) 즉, 조선 주둔 일

1) 조선 주둔 일본군의 명칭은 시기에 따라 ‘조선주차군(朝鮮駐箚軍)’, ‘조선군(朝鮮軍)’, ‘제

17방면군(第17方面軍)’ 등의 이름으로 운 되었다. 본 의 검토 시기 주둔군의 명칭은 

‘조선군’이었음을 밝 둔다.

2) 藤原彰(서 식 옮김), 2013 �日本軍事史 上�, 제이앤씨; 防衛庁防衛研修所戦史室, 1979 �戰

史叢書(99) 陸軍軍戦備�, 朝雲新聞社. 조선 주둔 일본군 고정원제에 해서는 김상규, 

2017 ｢1915~1921년 조선 주둔 일본군의 상주화와 3ㆍ1운동 탄압｣ �군사사연구총서� 6 참조.

3) ‘증사’라는 용어 자체는 ‘사단증설’을 의미한다. 다만 당  ‘증사’는 육군의 조선 주둔군 증

병 요구를 의미하는 맥락에서 자주 사용되었다. 일본육군의 지속 인 ‘증사’ 요구는 정당

세력과의 충돌을 낳기도 하 다. 표  사건으로 ‘ 정정변(大正政變)’이 있다. ‘증사’ 요

구를 계기로 육군 신이 사퇴하고 내각이 붕괴한 것이다. 련하여 다음의 연구 성과를 

참고할 수 있다. 由井正臣, 1970 ｢二箇師団増設問題と軍部｣ �駒澤史学� 17; 北岡伸一, 

1978 �日本陸軍と大陸政策: 1906-1918�, 東京大学出版会; 林道彦, 1996 �日本の大陸政

策�, 南窓社; 松田利彦, 2003 ｢日本陸軍의 中國大陸侵略政策과 朝鮮, 1910~1915年｣ �韓國

文化� 31; 조명철, 2010 ｢上原 육군 신의 사퇴와 사단증설문제｣ �史叢� 71; 伏見岳人, 

2013 �近代日本の豫算政治: 1900-1914�, 東京大學出版 ; 이형식, 2019 ｢조슈  데라우치 

마사타 와 조선통치｣ �역사와담론� 91 등.

4) 1915년 일본육군은 조선 주둔군 상주사단 수지 선정을 계기로 발생한 부  유치운동 과

정에서 병  부지를 일정부분 지역사회로부터 기부받기도 하 다. 이러한 유치운동은 식

민지 뿐만 아니라 일본 내 지역사회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나는 상이기도 하 다. 松下孝

昭, 2013 �軍隊を誘致せよ: 陸海軍と都 形成�, 吉川弘文館; 이민성, 2017 ｢1910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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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군 증병문제는 제국 차원의 국방 문제이면서 동시에 일본육군의 식민통치 정

책이었다는 에서 요하다. 이를 통해 기존의 군사  탄압과 동원이라는 맥락

과 함께, 식민권력으로서 일본육군이 조선사회에 미친 향력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은 1928년 식민지 조선에서 일어난 ‘병비충실(兵備充實)’ 운동의 추

이와 그 성격에 하여 검토한다. ‘병비충실’ 운동은 일본 본국의 정치지형의 변

화 속에 야마나시 한조(山梨半造)가 조선총독으로 부임하며 발된 지역사회의 

부  유치운동을 일컫는다. 후술하겠지만, 조선 내 각 지역의 유치운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병비충실’ 운동으로 환하게 된다. 운동 반의 추이와 함께, 여기

에 개입한 재조일본인, 조선총독, 육군 등 다양한 주체의 직․간  의도를 확

인하여 운동의 성격을 정리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는 ‘병비충실’ 운동의 주도 세력과 명분 등을 간략히 다루었다. 운동

의 주도세력이 평양 상업회의소 으며, 명분은 국경의 경비보강 등이었다는 것

이다. ‘병비충실’ 운동을 직  언 하지 않았으나, 야마나시 한조가 국경의 불안

정을 이유로 내각에 사단의 증설을 요구한 사실도 언 되었다.5) 운동을 주도한 

세력이 지역 상업회의소, 재조일본인 유력자라는 에서 련 연구도 참고 된다.6) 

선행연구를 통해 략 인 사실 계가 밝 졌으나, 이것이 단편 이거나 단선

으로 서술되었다는 에서 논의의 여지가 남아있다. 운동에 여한 인물ㆍ단

체가 특정 시 에 취한 입장이, ‘병비충실’ 운동의 성격 등을 단편 으로 규정한 

조선 주둔 일본군 군  배치계획과 군  유치운동의 양상｣ �한국근 사연구� 83 참조. 

5) 도베 료이치, 2005 ｢조선 주둔 일본군의 실상: 치안ㆍ방 ㆍ제국｣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

서�; 박정호, 2005 ｢近代日本における治安維持政策と国家防衛政策の狭間: 朝鮮軍を中心

に｣ �本郷法政紀要� 14; 이형식, 2013 �朝鮮總督府官僚の統治構想�, 吉川弘文館. 잡지 기

사를 심으로 ‘병비충실’ 운동을 언 한 연구가 있으나, ‘병비충실’ 운동을 1910년  ‘무단

통치’의 맥락으로 악하 다(최혜주, 2017 ｢1920년 의 �朝鮮公論� 사설에 나타난 조선

통치론과 내선융화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2).

6) 김명수, 2011 ｢재조일본인 토목청부업자 아라이 하츠타로의 한국진출과 기업활동｣ �경

사학� 59; 성 , 2011 �일제시기 조선 상업회의소 연구�, 선인; 최병택, 2015 ｢경성토목

담합사건을 통해 본 일제하 토목 청부업계의 담합 행｣ �역사연구� 28; 고태우, 2019 �일

제하 토건업계와 식민지 개발�, 연세 학교 사학과 박사학 논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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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의 부  유치운동이 ‘병비충실’ 이라는 명분과 

‘ 선(全鮮)’이라는 외피를 갖추는 과정은 단순하지 않았으며, 내각과 조선총독, 

육군, 각 지역사회 유력자의 이해 계가 복합 으로 교차하고 있었다. 각 주체의 

입장은 평면 이지 않았으며, 운동 추이에 따라 입체 인 모습을 드러내었다.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장에서는 ‘병비충실’ 운동의 배경으로 다나카 내각시

기 야마나시 한조의 조선총독 부임이 가진 의미와 부  유치운동의 시작을 살핀

다. 3장은 ‘병비충실’ 운동의 주도세력으로서 평양의 두와 그 지역  맥락, 총

독의 개입을 확인한다. 4장에서는 ‘병비충실’ 운동의 심 지역 이동과 지역  

확장, ‘조선 체’의 여론을 표방하게 되는 과정을 밝히겠다. 마지막으로, 운동에 

한 다양한 사회  평가, 그리고 검열 상이었던 조선인의 입장을 정리하여 

‘병비충실’ 운동의 성격을 확인하도록 하겠다. 자료는 압수 기사를 포함하여 각

종 신문ㆍ잡지 등을 검토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총독, 육군의 입장을 살핀다. 유치

운동 과정에 작성되었던 청원서도 확인한다. 한 조선 주둔 일본군이 작성한 

월별 보고서도 활용하겠다.

2. 야마나시 한조 조선총독의 부임과 지역사회의 부  

유치운동

1927년 12월 10일 육군 장 야마나시 한조가 조선 총독으로 임명받았다. 가나

가와(神奈川) 출신이었던 야마나시는, 육군 내 비주류 음에도 육군차 (1918), 

육군 신(1921)까지 역임한 인물이었다. 1921년 야마나시는 육군 장으로 진

하 고, 이후 군사참의 , 동계엄사령 , 동경경비사령 을 거쳐 비역(1925)

으로 편입, 1927년에 조선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었다.7)

야마나시가 조선 총독으로 부임할 수 있었던 인  배경으로는, 총리 신이자 

‘조슈벌(長州閥)’ 출신으로서 육군의 유력자로 평가받은 다나카 기이치(田中義

7) 秦郁彦, 2005 �日本陸海軍總合事典�, 東京大學出版 , 1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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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가 있었다. 다나카는 과거 비주류 출신 야마나시 한조를 육군차 으로 발탁

하 으며, 정치 활동 반에 있어 지 않은 향을 주었다고 알려져 있다. 조선 

총독 임명에도 지 않은 향을 미쳤다. 두 사람의 계를 ‘맹우(盟友)’라고 하

는 표 이 있을 정도 다.8)

정치  배경으로서는 정당내각 시기라는 이 주목된다. 1920년  군부의 정

치  향력이 어들고, 심 세력으로 정당이 등장하 다. 정당 심 내각이 

구성되었으며, 정당에 의해 각종 정책이 추진되었다. 식민지에도 정당은 지 않

은 향을 행사하 다. 1924년 가토 다카아키(加藤高明) 내각, 1927년 와카쓰키 

이지로(若槻禮次郞) 내각에서는 헌정회(憲政会) 계통의 인물을 조선 등에 배

치하여 향력을 행사하고자 하 다.9)

와카쓰키 내각의 총사직 이후 후계 내각을 구성한 것은 정우회 총재 다나카 

기이치 다. 정우회는 천황  측근 세력, 군부와 야당의 우려에도 정우회 계통

의 인사를 내각에 요구, 철하 다. 이에 다나카 총리 신은 조선 총독으로 야

마나시 한조 임명을 계획하게 된다. 야마나시 임명은 정우회 일부에서도 우려를 

표하는 사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과거 야당 의원 매수사건에 연루되는 등, 평

이 좋지 않아 내각의 정치  부담이 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다

나카는 그의 평 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우회와 오랫동안 원만한 계를 유지

해온 이 가미 시로(池上四郎)를 정무총감에 임명하면서까지 야마나시의 조선총

독 임명을 실 하 다고 한다.10) 

마지막으로 다나카 내각의 외교정책 기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내각은 과거 

국제 조 우선방침(일명 ‘시데하라 외교’)을 환하여 강경한 태도를 드러냈다. 

정우회  실업가들의 향을 받은 것이었다. 정우회는 국 거주 일본인에 

한 극 인 ‘보호’와 지역 일 의 권익확보를 요구하 다. 내각은 산업입국(産

業立國), 재계불안 일소와 함께 국 문제의 해결을 공언하며 군사력 동원까지 

 8) 이형식, 앞의 책, 201면.

 9) 이형식, 2008 ｢政党内閣期における植民地統治｣ �日本の朝鮮・台湾支配と植民地官僚� 30, 

61-63면.

10) 의 논문, 63-68면; 이형식, 앞의 책, 195-1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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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게 되었다. 내각의 방침은 ‘ 지정책강령( 支政策綱領)’으로 구체화되었

다. 강령은 만몽(滿蒙) 일 의 권익 추구, 자국민 생명 재산  권리 침해에 

한 극 인 조치를 의미하 고, 내각의 방침은 이후 산동출병 등 군사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11) 다나카 내각의 정책기조 아래 야마나시 총독의 임명은, 곧 조

선통치에도 일정한 변화를 고하는 것이었다.

1928년  신임 총독이 가져올 변화에 한 보도가 시작되었다. 주요 사안  

하나는 조선 주둔 일본군 부 의 증설 가능성이었다. 제19ㆍ20사단 주둔 이후, 

육군은 면 과 인구를 근거로 조선에 최  4~5개 사단 체제가 갖추어지기를 희

망하 다. 구체 인 방안으로는 1개 보병사단, 1개 기병여단 증설이 제시되었다. 

언론은 지 않은 산이 필요하지만, 총독이 필요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12) 많은 산은 여러 해로 나 어 실행하면 되기 때문

에 사단증설을 바란다는 입장,13) 개발문제와 결부하여 부 의 증설이 필요함을 

역설하는 기사도 나타났다.14)

조선 주둔 일본군 증병 가능성에 한 언론의 망은 주로 야마나시 총독과 

다나카 총리 신의 이력을 근거로 삼았다. 두 사람 모두 육군 장ㆍ육군 신 경

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계도 하 기 때문이다. 게다가 야마나시는 육군

신 시 에 조선 주둔군 증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하 다.15) 뿐만 아니라 

1924년 육군은 제도조사 원회를 통해 일명 ‘우가키 군축’을 추진하며, 신규 사

11) 林茂ㆍ辻清明, 1981 �日本内閣史録 3�, 第一法規出版, 167-168면; 成田龍一(이규수 옮

김), 2012 �다이쇼 데모크라시�, 어문학사, 254-256면. 내각의 방침과 별개로 다나카 기

이치 자신과 육군 앙은 군사행동에 하여 신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구체 으로는 

군사  보다 이권 확보 목 에 기울어진 정우회의 강경론을 우려하 다. 외교 으로

는 국제 조를 옹호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정우회의 강경론이 다나카 내각의 외교

 입장으로 표명되었고, 육군도 다나카와 계 아래 이를 어느정도 받아들 다. 다나카 

내각시기 산동출병 등을 둘러싼 정우회와 다나카 기이치, 육군의 입장은 林道彦, 2020 

�近代日本と軍部 1868-1945�, 講談社, 378-388면 참조.

12) ｢朝鮮師團增設遠からず實現せん, 總督が以前より必要を認めた, 懸案は急轉直下進展｣, �京

城日報�, 1928.02.08; ｢朝鮮師團增設｣, �京城日報�, 1928.02.16.

13) ｢朝鮮師團增設｣, �京城日報�, 1928.02.16.

14) 1928.03, ｢三たび山梨總督に与ふ｣, �朝鮮及滿洲� 244, 11-13면.

15) ｢시평: 사단증설문제｣, �조선일보� 1928.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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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하나로 ‘조선병비충실안’을 상정하 다. 1개 보병사단과 1개 기병여단을 

‘내지’에서 조선으로 이주하자는 제안이었다.16) 당시 언론도 실  가능성을 높게 

쳤으나, 산 등의 문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17) 즉 1928년  조선 주둔군 

증병에 한 망은 과거 무산되었던 ‘조선병비충실안’의 재추진을 의미하는 것

이기도 했다.

재조일본인과 조선인 유력자들도 증병문제에 호의 으로 반응하 다. ‘증사’가 

필요한 이유는 크게 국제정세, 개발문제, 치안유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 먼  

국의 정치  상황, 그리고 서구 열강의 군비증강을 고려하여 사단의 증설이 필

요하다고 보았다. ‘개발’도 주요한 명분이었다. 부  증설에 따라 조선에 인 ㆍ

물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내지’에서 일본인 이주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조

선의 ‘개발’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개발’의 지역  범 를 만몽까지 

확장하는 인식도 있었다. 일본의 인구, 식량문제 해결을 하여 만몽의 권익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해 이주 장려와 치안 유지에 필요한 것이 ‘증사’라는 것

이었다. 마지막으로 치안유지 문제는 사이토 총독 시기 일명, ‘문화정치’와 연  

지었다. ‘문화정치’ 아래 민족ㆍ사회주의자의 활동이 활발해져 자연히 치안에 

한 불안이 커졌다고 하 다. 치안을 해 경찰력을 늘리는 선택지도 있었으나, 

세 부담이 가 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부  증설이 유리하다는 입장을 취하

다.18)

16) ‘우가키 군축’은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가 육군 신이었던 시기에 진행된 군비감축 

정책이었다. 이를 통해 4개 사단에 달하는 병력이 감축되었고, 병력 감축에 따른 비용을 

항공 ㆍ 차  등 장비 개선 등에 투입하 다. 논의가 시작되었던 시기 육군 신은 다

나카 기이치 다. 1923년 12월 다나카 기이치는 육군차  우가키 가즈시게 제도조사 원

회 원장에게 군사 제반시설의 개 을 목 으로 각종 제도를 심의하고 개정안을 책정

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 다. 이후 1924년 1월 우가키 가즈시게가 육군 신으로 임명되

었고, 우가키의 업무는 새롭게 임명된 육군차  쓰노 가즈스 (津野一輔)가 맡았다(防衛

廳防衛硏修所 戰史室, 앞의 책, 96-100면).

17) 박정호, 앞의 논문, 243면.

18) ｢朝鮮師団増置説に対する反響に関する件｣, JACAR(防衛省防衛研究所) Ref.C010074672 

00; ｢朝鮮兵備充実促進期成会組織に関する件｣, JACAR(防衛省防衛研究所) Ref.C01007 

467100. 1928년  조선 주둔 일본군은 사단 증설에 한 조선사회의 여론 동향 등을 조

사하여 육군성에 보고하 다. 보고서는 약 1개월 단 로 작성되었으며, 작성 시기는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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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기 언론이 상한 사단 설치지역은 -목포 연선(沿線)이었다.19)  

이남에는 조선군 병력이 주둔하지 않고 있었다. 에 제80연  소속 제3

가 주둔하고 있었을 따름이었다. 이는 과거 육군이 수지를 선정할 때 호남을 

후순 로 단하 기 때문이다.20) 다만 재로서는 식민통치상 추가 인 부 의 

주둔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병력 주둔을 망하 다. 이후 1928년 2월 17일 

번 회가 심이 되어 조선군사령부를 방문하는 등 부  유치운동을 시작하

다.21)

그러나 정작 육군 계자는 사단증설에 한 언론보도나 지역사회의 부  유

치운동에 하여 소극 으로 반응하거나, 냉 하 다. 육군성 군사과장 후루쇼 

모토(古莊幹郞)는 다나카 기이치 총리 신과 야마나시 총독이 육군 장이라는 

이유로 사단증설이 가능하리라 “멋 로 상상”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 으며, 조

선군 참모장 데라우치 히사이치(寺内寿一)도  지역의 유치운동을 언 하며 

마치 “홀린 것” 같다며 비 했다.22) 육군 신과 총독의 반응도 미온 이기는 마

찬가지 다. 육군 신 시라카와 요시노리(白川義則)는 “총독의 증병요구”가 있

을 경우에 산을 편성할 것이며, 이것이 “총독의 의향”이 얼마나인지에 달렸다

며 소극 으로 응하 다. 야마나시 총독도 “재정 기타 계상 조 하게 실

할 성질이 아니”라며 ‘증사’문제에 선을 그었다.23) 언론도 이러한 태도를 확인하

부터 6월까지 다. 본 자료를 출처로 하는 월별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세부문서명, 송ㆍ

수신처, 작성일자’만 표기한다(｢朝警秘 第20號 朝鮮師團增置設ニ スル反響ニ關スル件

報告｣, 朝鮮軍司令官 金谷範三 → 陸軍大臣白川義則, 1928.02.27.).

19) ｢全羅北道; 師團增設 候補地 裡里が も有望視さる｣, �京城日報�, 1928.02.14. 

20) 일본육군은 1915년 ‘남선(南鮮)’ 수지 선정의 주요 기 으로 병사  군수품의 이동거

리, 운송비 등을 고려하 다. 따라서 부산과 거리가 가까운 구를 남선의 유일한 수지

로 단하 다. 데라우치 조선 총독은 육군의 결정을 비 하고, 식민통치를 고려하여 

에도 부 를 주둔시킬 것을 요구하 다. 결국 구 주둔 제80연  소속 제3 가 

에 주둔하게 되었다. 조선 주둔군 수지 선정을 두고 일본육군과 조선 총독의 이 

엇갈린 것이다. 이민성, 2017, 앞의 논문 참조.

21) ｢朝警秘 第20號 朝鮮師團增置設ニ スル反響ニ關スル件報告｣, 朝鮮軍司令官 金谷範三 

→ 陸軍大臣白川義則, 1928.02.27.

22) ｢不得要領な朝鮮の增師, 陸軍省軍 諌長古莊幹郞大佐語る｣, �朝鮮新聞�, 1928.02.19.

23) ｢總督は增兵を要求をせぬ意嚮, 師團移駐實現不能か｣, �京城日報�, 192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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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증병이 아닌 호남에 한 병력 분산 가능성을 타진하는 방향으로 보도를 선

회하 다.24) 즉, 내각의 외 강경기조, 신임총독과 총리 신의 이력 등을 근거

로 조선군 증병에 한 기 가 커지는 상황이었음에도, 당국은 오히려 증병이 

당장 필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단하 던 것이다.25)

3. 1928년 식민지 조선 ‘병비충실’ 운동의 등장과 평양

야마나시 총독의 부임이 불러온 조선 주둔 일본군 증병 가능성은 육군 계

자, 총독과 육군 신의 냉 에도 이리(裡里), 목포(木浦), 원산(元山) 등의 부  

유치운동으로 이어졌다.26) 운동의 목 은 주로 자신들의 거주지에 군 를 주둔

시킴으로서 직ㆍ간 인 경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부  주둔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  향력에 해서는 일본 내의 사례를 

통하여 소비인구의 량 유입과 시가지 형성 등의 효과가 익히 알려져 있다.27) 

24) ｢湖南地方には七九から分駐か, 內地より移駐不可能の塲合｣, �京城日報�, 1928.03.14.

25) 육군 당국이 보인 미온  태도의 원인에 해서는 다나카 내각시기 육군당국의 입장이 

참고 된다. 주지하다시피 내각이 내세운 강경론과는 다르게 육군 당국은 오히려 군사행

동에 신 해야 한다는 을 가지고 있었다. 사단증설은 육군의 ‘숙원’이었음에도 불구

하고, 당시에는 이것이 정우회의 이권을 한 강경론의 맥락으로 이해되었던 것으로 생

각할 수 있다(각주 11번; 林道彦, 앞의 책, 378-388면).

26) ｢大田から｣, �京城日報�, 1928.02.27.; ｢朝鮮增師の問題で各地の爭奮戰, 元山代表 の活

躍, 杉野 頭等東上猛運動中｣, �朝鮮時報�, 1928.03.04.; ｢騎兵一箇旅團の朝鮮移駐有望と

なる, 四年度豫算に經費計上の模樣, 移駐地として豫想され居るは元山地方又は木浦地方｣, 

�京城日報�, 1928.03.05.; ｢旅團移駐說で猛運動起こる, 大田元山がお百度, 湖南に決るら

しい｣, �京城日報�, 1928.03.06.; ｢朝鮮常備軍增置を力說｣, �京城日報�, 1928.03.08.; ｢持續

する元山の增師運動, 師團は兎も角だが聯隊位は可能性がある｣, �朝鮮新聞�, 1928.03.11.

27) 표 인 사례가 일본 니가타 (新潟県)의 다카다정(高田町)이다. 1908년 다카다정에 육

군 제13사단이 주둔하기 시작하며, 인구 증가와 여러 경제  호황이 측되기 시작하

다. 군인  군속과 그 가족들이 유입되어 소비인구가 늘어났으며, 장교 거주를 한 주

택의 수요가 늘고 집세(家賃)가 등하 다. 다카다 상업은행 등 각종 은행과 분 이 설

치되었으며, 병  근처에는 여 , 술집, 양복 , 사진  등이 들어섰다. 그러나 1920년  

육군의 군비축소 과정에 제13사단이 폐지되었고, 군인 숫자도 1/3로 어들었다. 당국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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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년 조선에서도 상주사단 주둔에 따른 규모 공사비가 투입된 사례가 있었

다. 제19ㆍ20사단 주둔이 결정됨에 따라 수지로 선정된 용산, , 함흥 등지

에 사(官 ), 병   각종 군사 시설의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1921년까지 약 

870만 엔의 산이 배정되었던 것이다. 산 부분은 공사비로 책정되었다.28) 

1917년 기  투입된 시설비용만 해도 약 200만 엔에 달하 다. 각종 건설자재와 

인건비가 폭등하고, 계획된 산을 과하여 다음 해 산을 앞당겨 집행해야 

하는 상황도 일어날 정도 다.29) 이 밖에도 사단이 주둔한 용산 지역은 규모 

소비인구 유입 등으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성장하 다.30) 즉, 부  유치운동은 

지역사회의 ‘개발’과 경제  성장, 이윤 추구의 목 이 근본에 자리하고 있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부  유치운동은 기본 으로 지역 간 경쟁구도가 일반 일 

수밖에 없었다. 특정 지역의 부  주둔은 곧, 인근 지역에 병력 배치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 기 때문이다. 실제로 1915년 조선군 상주사단 수지 

선정에 지역 간 경쟁이 치열하게 나타나기도 하 다. 특히 과 구가 경합

하는 양상이 두드러졌으며, 부  주둔에 필요한 토지나 그 비용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하는 경우도 있었다.31) 그런데 평양지역의 부  유치운동의 궤 은 조  다

르게 개되었다. 본 장은 평양지역의 부  유치운동이 두 차례 실패하게 되는 

과정을 확인하고, 1928년 평양지역이 조선 ‘병비충실’ 운동의 면에 등장하여 

이를 추동하게 되는 모습을 검토하겠다.

1) 평양지역의 부  유치운동(1915~1924)

1915년 일본육군은 조선에 제19ㆍ20사단의 설치를 실 하 고, 각 지역사회에

서는 사단  하 부 의 수지 선정에 자신들의 입장을 투 하기 하여 유

산에 따르면, 사단 폐지로 인하여 시의 수입은 약 189만 엔에서 89만 엔이 감소하 다

(松下孝昭, 앞의 책, 193-195면).

28) 朝鮮軍經理部, 1923 �朝鮮師團營 建築史�, 1-14면; 이민성, 2017 앞의 논문, 153면.

29) ｢増師新設進行 物價騰貴の影響｣, �朝鮮時報�, 1917.08.22.

30) 이명학, 2021 �조선총독부 주거정책의 민족ㆍ계층  편향과 주거권운동의 두�, 고려

학교 박사논문, 199면.

31) 이민성, 2017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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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운동을 개하 다. 평양은 이미 조선주차군 여단사령부, 보병연 가 치하고 

있었는데, 평양 거주 일본인들은 상주사단의 설치를 계기로 1개 사단 주둔을 요

청하게 되었다. 1915년 9월 15일 아사이 사이치로(淺井佐一郞)를 표로 한 진

정서(陳情書)가 제출되었다. 진정서는 부 의 주둔이 “지방경제의 성쇠, 인기(人

氣)의 소장(消長)”에 한 일이며, “최근 평양지역이 쇠”하고 있어 부 의 주둔

이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피력하 다.32)

평양 지역에서 제출된 진정서(1915년)에는 2가지 특징이 확인된다. 먼 , 수

지 선정이 헌납ㆍ기부의 많고 음으로 ‘변경’될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는 부분이

다. 유치운동이 구, , 나주, 정읍, 주, 등포 등지에서 유치운동이 일어

나고 있는 상황에 한 경쟁의식의 발 이면서, 동시에 일정 규모 부 의 배치

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악된다. 다음으로, 사단사령부소재지가 아니더라도 

각종 특과(特科), 다시 말해 포병, 기병 등 특수병과의 설치를 바란다는 내용이다. 

평양 지역에 최소한 특수병과의 주둔이 가능하리라는 망을 확인할 수 있다.

진정서(1915)에 나타난 평양 지역의 단은 수지 선정에 하여 육군 당국

과 데라우치 총독이 논의한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15년 8월 29일 데라

우치 총독은 신설사단의 부  배치, 특히 경성 주둔 일본군 부 에 한 의견을 

육군성에 송부하 다. 육군은 경성에 보병만 주둔시킬 정이었다. 반면 총독은 

보병을 포함하여 기병ㆍ야포병 등 특수병과의 주둔을 요구했다. 조선인에게 “

헌의 엄”을 보여,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기 원한다는 이유 다.33) 9월 7일 

육군은 경성 부근에 소한 용산연병장을 제외하고 당한 부지가 존재하지 않

아 연습장 등을 확보하기 어려워 훈련에 어려움이 많다는 , 애 에 책정한 

산이 어 토지가격이 높은 경성에 부지를 매수하기 힘들다는 을 이야기하

다. 총독의 의견을 수용하더라도 1개 기병연  주둔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이었

다.34) 즉, 육군은 경성에 보병 주둔만을 상정하고 있었다.

32) ｢陳情書｣, 淺井佐一郞 → 陸軍大, 1915.09.15.[｢朝鮮兵営敷地に関する件｣, JACAR(防衛省

防衛研究所) Ref.C03011921500]

33) ｢電報｣, 寺内總督 → 陸軍大臣, 1915.8.29.( 의 자료, Ref.C03011921500)

34) ｢電報案(暗號) 朝鮮師團配置に關する件｣, 陸軍大臣 → 朝鮮駐箚軍司令官, 1915.09.07.(

의 자료, Ref.C030119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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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이 특수병과 주둔 지역으로 고려한 지역은 평양이었다. 조선 주둔군은 특

수병과 주둔지를 조사하여 육군성에 보고하 다. 조사 지역은 용산과 평양이었

으며, 각각의 연습후보지는 평강(平康), 곡산(谷山)이었다. 조선군은 연습장의 

확보, 공사비용, 교통문제를 고려하여 총독의 의견을 수용하는 데 불리함이 없다

고 보고하 다. 용산에 특수병과 주둔이 가능하다는 단이었다. 한 총독의 승

낙으로 토지 확보문제도 해결되었다고 회신하 다.35) 데라우치 총독의 개입으로 

평양 주둔 정이었던 특수병과 모두가 경성으로 이동하게 된 것이다. 평양에는 

사단사령부, 특수병과 어느 것도 주둔하지 않았다. 여단사령부, 보병연 가 있었

으나 상 유지에 불과하 다.

평양 지역의 부  유치운동은 1924년에도 이어졌다. 1924년 평양의 부  유치

운동은 국 내 군벌의 충돌로 인한 군사  긴장을 배경으로 하 다. 사이토 총

독은 국제정세의 응 차원에서 병력 증강을 요구하 다. 주지하다시피 육군도 

이 시기 ‘조선병비충실안’을 계획하 다. 총독은 국과 국경을 하고 있는 평

안북도 일 에 1개 사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 나남 주둔 제19사단, 경성 주

둔 제20사단과 국 정세에 응할 병력이 필요하다는 단이었다. 후보지로는 

평양과 신의주가 떠올랐다.36)

앙의 움직임에 따라 사단설치서선기성회(師團設置西鮮期成 )가 조직되었

고, 청원서 제출 등 유치운동이 개되었다. 1924년 7월 1일 우치다(内田録雄) 

원장 명의로 작성된 청원서는, “우리 서선의 땅은 국경에 하는 제일선”이고 

국에 한 경비가 불완 하다는 이유로 사단의 설치를 요구하 다. 서선사단

설치기성회 참여자는 원장 포함 31명이었는데, 부분이 재조일본인이었으나 

박경석(朴經錫), 이은용(李殷容), 백윤식(白潤植), 강병옥(康秉鈺), 선우순(鮮于

金筍), 김수철(金壽哲) 등 일부 조선인도 지 않은 비 을 차지하고 있었다.37)

그런데, 1924년 사단설치기성회의 성격은 평양사단 유치운동과 다르지 않았다. 

35) ｢電報｣, 朝鮮駐箚軍司令官 → 陸軍大臣, 1915.09.10.( 의 자료,  Ref.C03011921500)

36) ｢朝鮮に陸軍常備兵力の增加を要する件｣, 朝鮮總督 齋藤實 → 陸軍大臣 田中義一. 1923. 

11.27.(박정호, 앞의 논문. 242면)

37) ｢朝鮮師團設置請願書｣. 師團設置西鮮期成  → 海軍大臣, 1924.07.01.[｢建白､意見開陳歎

願 (7)｣, JACAR(防衛省防衛研究所) Ref.C08051058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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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회 주요 구성원 모두가 평양 거주민이었기 때문이다. 평양상업회의소 소속

은 원장 우치다를 포함하여, 부회두 나가토미(長富一之祐), 박경석 등 15명이

었으며, 평양부 의회 8명, 평양부학교조합 4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38) 청원

서에는 ‘서선(西鮮)’의 사단설치 요구와 동시에, 이것이 ‘평양 10만 시민’의 요구

라는 이 기재되어 있었다. 평양이 아닌 ‘서선’의 요구가 강조된 이유는, 유치운

동이 단순한 지역의 이권추구로 보이지 않기 해서라고 생각된다.

정리하면, 평양지역은 과거 운동의 실패를 계기로, 단일 지역보다는 ‘서선’이라

는 지역 간 연합운동을 구상하기 시작하 다. 한 신의주와 동시에 유력한 사

단 후보지로 두된 도 주목된다. 다만 1924년에도 조선군 사단의 증설은 이

루어지지 않았다. 산 때문이었다. 우가키 육군 신은 사단 신설ㆍ유지비용이 

높다는 이 문제라고 이야기하 다. 장성도 비용 문제로 조선군 사단 배치는 

어렵다고 이야기하 다.39)

2) 야마나시 총독의 개입과 ‘병비충실’ 운동의 발

1928년 3월 6일 오후 2시 평양상업회의소 역원회(役員 )가 개최되었다. 운동 

방법, 그리고 자  모집을 논의하는 자리 다. 회의 결과 ‘사단설치서선기성회’의 

활동 재개를 결정하 다. 이어서 3월 9일 상업회의소 실행 원회가 열렸다. 마쓰

이 다미지로(松井民次郞)40) 회두를 포함하여 8명의 원이 참여했다. 원회는 

38) 신의주 지역에서는 평양과 별개 단체를 구성하 다. 1924년 8월 국경사단설치기성회(國

境師團設置期成 )가 조직되었다. 가토(加藤銕治郎) 원장 포함 30명이 기성회에 참여

했으며, 평양과 마찬가지로 기성회 회원 모두가 신의주 지역 거주민이었다[｢國境師團設

置請願書｣. 國境師團設置期成  → 海軍大臣, 1924.08.01.( 의 자료, Ref.C08051058900)].

39) 박정호, 앞의 논문, 243면. 박정호는 비용 인 측면 외에도 일본 지역사회의 부  존치운

동이 향을 주었다고 보았다. 육군은 ‘내지’의 사단을 조선에 옮기고자 하 으나, 일본 

지역사회의 존치운동 격화로 인해 실 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40) 1865년 출생. 러일 쟁 오쿠라구미(大倉組) 상담역(相談役)으로 조선에 건 와 평양에 

거주하기 시작하 다. 부 의원(1914~1920), 평안남도평의원(1920~1927) 재직, 업 

 개업 종사하 으며 평양상업회의소 평의원(1919~1929)이면서 회두로 당선되어 활

동한 이력이 있다(�한국근 인물자료(한국사데이터베이스)�; 박우 , 2020 ｢일제시기 

평원선 부설과 회단철도의 주변화(1904~1941)｣ �한국문화� 89, 2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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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군 증병문제의 출처를 확인하고 군 수뇌부의 의향을 악하기로 하 다. 

원회 규모는 27명에서 126명으로 확 하기로 하 다.41)

평양의 부  유치운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  늦게 시작된 것으로 보인

다. 1928년 2월 말 , 목포 등이 즉각 유치운동을 시작하 으나 평양은 3월 

가 지나서야 활동을 개시하 다. 이유는 수지 선정을 ‘낙 ’하 기 때문이

다.42) 낙 의 근거는 평양 주둔군 계자의 발언이었다. 그는 평양 외에는 조선

에 사단을 설치할 당한 지역이 없다고 하 다.43) 그런데 정작 육군당국이 지

역사회의 부  유치운동과 ‘증사’를 두고 소극  태도를 보 고, 때문에 평양에

서도 직  보도의 근원지와 당국의 의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1928년 3월 10일 평양상업회의소에서는 오하시(大橋恒藏), 후쿠시마(福島莊

平)를 통해 ‘증사’의 실  가능성을 조사하기 시작하 다. 3월 12일 마쓰이 회두

가 직  야마나시 총독과 가나야 한조(金谷範三) 군 사령 을 방문하 다. 당국

의 의향 확인을 해서 다. 면담 후 평양으로 돌아온 마쓰이는, 3월 16일 오후 

3시 원회 석상에서 경과를 보고하 다.44)

면담을 통해, 마쓰이는 총독과 군사령 이 부  유치운동에 한 부정  입장

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 군사령 은 증병에 한 필요는 인정하지

만, 재정상 실 이 불가능하다고 하 다. 총독도 사단 이 이 최  5,000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이야기하 다. 한 각 지방의 ‘번 ’을 목표로 부  유치를 요구

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수지 선정은 문가 결정에 따르는 것이라고 하

다. 면담 내용은 일면 부정 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총독은 사단 증설의 가능성에 해 간 으로 언 하 다. 재

정 으로 사단의 이주가 어렵다고 하면서, 어느 시 에 증설을 원하는지 되물었

41) ｢朝警秘 第25號 朝鮮増師運動に關する件報告｣, 朝鮮軍司令官 金谷範三 → 陸軍大臣白川

義則, 1928.03.26.; ｢平安南道: 師団移住は本当か｣, �京城日報�, 1928.03.11.

42) ｢旅團移駐說で猛運動起こる, 大田元山がお百度, 湖南に決るらしい｣, �京城日報�, 1928. 

03.06.

43) ｢出來れば平壤だ, 師團增設に樂觀する｣, �京城日報�, 1928.03.05.

44) ｢朝警秘 第25號 朝鮮增師運動ニ關スル件報告｣, 朝鮮軍司令官 金谷範三 → 陸軍大臣 白川

義則, 1928.03.26. 이하 마쓰이 다미지로의 보고내용은 본 자료 수록 ‘松井委員長上城經過

報告’를 출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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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이다. 총독은 당장, 혹은 5~6년 후를 원하는지 물었고, 마쓰이는 다음 의

회 산안에는 포함되기 원한다고 답변하 다. 그러자 총독은 육군이 본래 가지

고 있었던 조선군 주둔 계획을 언 하기에 이르 다. 1915년 육군이 2개 상주사

단을 설치할 때, 사실 3개 사단의 설치를 주장하 다는 것이다.45) 따라서 육군

은 이번에 조선에 남은 1개 사단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으나, 재에 만족한다

면 증설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 다. 총독의 발언은 일면 모순 이었다. 

부  유치운동을 비 하면서, 사단 증설의 가능성을 평양에 하 기 때문이다.

이어서, 총독은 조선의 병비(兵備)를 언 하며 평양의 운동방향을 구체 으로 

지시하 다. 모순 으로 보인 총독의 발언은, 평양에 한 일종의 ‘조언’이었다. 

총독은 재 조선의 병비가 유사시 10일간 질서유지를 한 것이므로, 치안유지 

명목으로는 사단 증설을 끌어낼 수 없다고 이야기하 다. 따라서 재의 방식을 

버리고, ‘병비충실’ 운동으로 환한다면 사단 증설이라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

다고 하 다. 즉, 개별 지역 차원의 부  유치운동이 아닌, 식민지 조선 차원의 

‘병비충실’ 운동으로의 환을 권유하고, 그것이 평양 사단증설의 가장 유력한 

방법임을 총독이 제시한 것이다.

총독은 부  유치운동이라는 지역사회의 개발욕구를 배후에서 이용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가 권유한 ‘병비충실’ 운동은, 실상 육군의 군비확장 실 을 하여 

조선의 개발여론을 명분으로 삼겠다는 것이었다. 군사령 도 지역이 아닌 ‘조선 

체’의 병비를 요구하도록 종용했다. 총독은 더욱 노골 이었다. “가능하지 않

은 사단설치의 요망을 멈추고”, “병비의 충실 운동”을 요구하 다. ‘사단증설서

선기성회’46)라는 이름도 문제 삼았다. ‘사단증설’이라는 이름을 삭제하고, ‘병비

45) 일본육군이 통치 기부터 식민지 조선에 하여 3개 사단의 주둔을 구상하고 있었으며, 

3번째 사단의 주둔지를 평양으로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기존연

구는 2개 사단 주둔 이후에도 지속 으로 사단 증설 요구가 있었다는 , 그리고 1939년 

육군의 편제 개편에 따라 3단 제 사단(1개 사단, 1개 보병단사령부, 3개 보병연 )체제 

아래 조선에 3개 사단이 주둔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다루었다. 평양 사단의 주둔 경 에 

해서는 사이토 총독의 평안북도 상비사단 요청이 그 배경으로 다루어졌다. 평양 사단

의 주둔 시 은 1943년이었다(조건, 2020 ｢ 일 쟁 이후 조선군의 ‘평양사단’ 증설과 그 

의미｣ �숭실사학� 44). 다만 야마나시 총독의 발언에 한 신빙성은 추가 인 검토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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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서선기성회’라는 명칭으로 운동을 진행하도록 권유한 것이다.

유치운동 세력의 입장에서 총독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총독 발언의 신빙성은 차치하고서라도, 부  주둔에 한 보장 없이 단순히 ‘병

비충실’을 한 운동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병비충실’이 실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조선에 한 ‘부  증설’로 이어지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

다. 더 요한 문제는, 부 가 증설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들의 거주지에 

치하게 될지는 가늠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양의 지역  맥락에서 야마나시 총독이 발언이 가진 의

미는 작지 않았다. 평양은 두 차례에 걸쳐 사단의 설치를 요구하 으나, 모두 실

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 으로 사단의 증설

소식, 그리고 부  유치운동에 소극 이었던 총독이 직  평양지역을 특정하여 

증설 가능성에 하여 언 하 다. 게다가 마쓰이 회두는 육군 수뇌부가 당  

계획하고 있었던 사단의 치가 용산과 나남, 평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 다. 이

제 평양의 부  유치운동은 총독에 의도에 따라 ‘병비충실’이라는 슬로건을 내세

워 움직이게 될 것이었다.

야마나시 한조가 왜 이러한 방식으로 조선사회의 여론을 유도하고자 했는지는 

알기 어렵다. 다만 과거 사이토 총독에게 달한 의견서에서 그 단편을 확인할 

수 있다. 야마나시는 식민당국의 태도가 선명한 것만으로는 압박정치라는 비

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민간 유지 에서 심복을 통하여 친일  단체를 조직

하고, 이들에게 편의와 원조를 주어 활동을 종용하도록 조언하 다.47) 즉, 정책

의 실 을 해서는 배후의 ‘자발 ’ 여론을 조성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 던 

것이다. 특히 조선군 사단 증설은 지 않은 반발을 래할 수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무단정치’라는 비 을 피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

인다. 한, 군비확장 정책 실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정치ㆍ 산문제를 타개하

기 해 ‘자발 ’인 식민지 여론을 명분으로 이용하고자 하 을 가능성도 있다.

 다른 문제는 총독이 평양 지역에 ‘병비충실’ 운동의 방향을 지시한 이유이

46) ‘사단설치서선기성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47) 강동진, 1980 �日帝의 韓國侵略政策史�, 한길사, 2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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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앞서 평양의 부  유치운동 과정에 드러난 육군의 군사  단을 참고

할 수 있다. 두 차례 사단 유치에 실패하 지만, 평양은 조선주차군 시기부터 여

단사령부와 보병연 가 주둔하고 있었던 군사  거 이었다. 조선군 시기에는 

보병 제39여단사령부, 보병 제77연 가 여 히 평양에 주둔하고 있었으며, 1920

년  육군 항공부 가 배치되기도 하 다. 1924년에는 국 정세에 응하기 

하여 사단 주둔 후보지로 떠오르기도 하 다. 즉, 평양은 육군 군비확장의 ‘군사

 명분’이 있으며, 수년  이미 사단 후보지로 거론되기도 한 지역이었다. 여

기에 ‘사회  명분’을 갖추기 한 과정으로서 식민지 여론을 조성하여 군비확장 

기조를 실 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총독이 직  조선군의 세 번째 

사단 설치계획을 공언하고 평양에 운동방향을 지시한 것이다.

1928년 3월 16일 평양의 사단설치서선기성회는 총독의 요구에 따라 이름을 

‘병비충실서선기성회’로 바꾸었다. 약 31명의 상치원(常置員)을 지명하고,48) 조

선병비충실요청서(朝鮮兵備充實要請書)를 작성하여 내각, 의회, 조선 총독, 조선

군사령  등에게 송부하기로 결의하 다. 요청서는 조선의 병비가 허술하기 때

문에 치안유지, 문화진보, 동화(同化), 국경개발, 재만조선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내용을 서술하 다. 지역의 개발문제는 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았다.49)

병비충실서선기성회는 운동의 방향을 크게 둘로 나 었다. 먼 , ‘서선’ 차원의 

운동을 추진하 다. 진남포, 신의주 지역과 연락을 취하여 연합운동을 기획한 것

이다. 3월 말 진남포와 신의주 상업회의소는 평양의 권유를 수용하고, ‘조선병비

충실요청서’를 공동 명의로 제출하기로 결정하 다. 3월 29일 평양 상업회의소에

서 작성된 요청서는 진남포ㆍ신의주 상업회의소에서 각각 조인이 이루어졌다. 4

월 2일, 평양ㆍ진남포ㆍ신의주 명의로 작성된 요청서는 내각  군부, 조선 총독 

48) 상치 원회 명단은 다음과 같다. 松井民治郞, 朴經錫, 長富一之祐, 古莊仁太郞, 林文二, 

中平岩藏, 金能秀, 金冕周(이상 상업회의소), 丸山理平, 松尾六郞, 李基燦(부 의회), 森

岡二三, 橋本庄藏(이상 학교조합), 鄭寅河, 韓溶(학교비), 福島壯平, 內田 雄, 大橋恒藏, 

鄭世胤, 鄭韓朝(도평의회), 廣田鐵次郞, 奧田英一郞, 金東元, 崔龍勳(이상 상공연합회), 

一柳村五郞, 長谷川義雄, 山田勇雄, 西尾兼助, 神崎森次郞, 石川關次郞(기타).

49) ｢兵備充實の要請書提出, 平壤期成 で｣, �京城日報�, 1928.03.17.; ｢兵備充實-西鮮期成委

員  常置員卅一名決定 當路に要請書提出｣, �京城日報�, 192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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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게 발송되었다.50) 표자는 평양의 마쓰이, 진남포의 가와조에 슈이치로(川

添種一郞), 신의주의 가토 데쓰지로(加藤鐵次郞)가 이름을 올렸다.51) 내용은 ‘조

선병비충실요청서’와 동일하 다.

다음으로 ‘ 선’ 차원으로 운동의 지역  범 를 확장하 다. 총독ㆍ군사령

의 조언에 따라, 지역사회의 부  유치운동이 아닌 ‘병비충실’을 요구하는 ‘조선 

체’의 여론을 만들고자 하 다. 이를 해 조선 각지의 상업회의소, 유치운동 

조직에 ‘병비충실요청서’와 연합운동 ‘권유장’을 송부하 다.52)

외 으로는 이것이 평양의 부 유치 운동으로 비추어지지 않도록 하 다. 

‘자발 ’인 ‘병비충실’ 운동이라고 선 한 것이다. 기성회 보고 이후 마쓰이 상업

회의소 회두는 �조선신문�을 통해 조선군 증병문제가 일개 지방의 토지발  여

부가 아닌 국방문제이기 때문에 “아 인수(我田引水)”하지 않는 “ 국 ” 운동

을 하겠다고 공언했다.53) 같은 맥락에서 조선군 계자도 ‘병비충실’ 운동을 옹

호하 다. 부  유치운동이 개별 으로 진행되어 앙에 향을 주지 못한다. 따

라서 조선의 ‘병비충실’을 해서 각 지역이 하나로 뭉쳐야 사단, 여단 등의 부

 증설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 다.54) 

 정리하면, 1920년  수차례에 걸친 군비축소 이후 다나카 내각 시기 외  강

경기조와 함께 육군의 유력자 야마나시 한조가 총독으로 부임하며 조선 주둔 일

본군 증병 가능성이 쳐지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각 지역에서 부  유치운동

이 나타났다. 총독은 식민지 지역사회의 개발욕구를 인지하고, 육군 군비확장을 

50) ｢新義州商議平議員 ｣, �京城日報�, 1928.03.31.; ｢兵備充實要請書 3 議所 合同で提出｣, 

�京城日報�, 1928.04.01.; ｢增師運動新義州で協議 , 地方問題とせず各地と協力して運動｣, 

�朝鮮新聞�, 1928.04.01.; ｢平安南道: 兵備充實の陳情｣, �京城日報�, 1928.04.08.

51) ｢朝鮮兵備充實要請書｣, 朝鮮兵備充實西鮮期成  → 海軍大臣, 1928[｢朝鮮兵備充実要請書｣, 

JACAR(防衛省防衛研究所) Ref.C04016050000].

52) 기성회 결의사항은 다음 자료의 ‘別紙 第2’ 항목 참고. ｢朝警秘 第25號 朝鮮増師運動に關

する件報告｣, 朝鮮軍司令官 金谷範三 → 陸軍大臣 白川義則, 1928.03.26.

53) ｢眞劍となった平壤の增師運動, 我田引水ではないと松井委員長語る｣, �朝鮮新聞�, 1928. 

03.16.

54) ｢各地一丸となり運動せよ, 朝鮮の兵力は無論不足, 軍隊移駐運動に就て軍部語る｣, �京城

日報�, 192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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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호하는 사회  여론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평양은 사단 주둔을 실 하기 하

여 식민당국의 ‘조언’을 받고, ‘병비충실’이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서선’, 나아가 

‘ 선’ 차원의 여론 조성에 나서게 되었다.

4. ‘서선(西鮮)’에서 ‘ 선(全鮮)’으로: 

‘조선병비충실 진기성회’의 조직

1928년 4월 5일 병비충실서선기성회는 평양상업회의소에서 상치 원회(常置委

員 ) 회의를 열고 운동의 상황을 검하 다. 마쓰이 다미지로는 원회 결의

에 따라서 진남포, 신의주와 연합하여 병비충실요청서를 작성하 다고 보고하

다. 발송일자는 4월 2일이었다. 이후 마쓰이 회두, 나가토미 부회두가 재차 총독

을 방문할 것을 결의하 다.55) 4월 8일 후쿠시마가 참모본부 아라키(荒木) 장

과 회견한 결과를 달하 다. 참모본부는 ‘서선’의 병비가 충분하지 않은 을 

우려하고 있었다. 후쿠시마는 체로 ‘병비충실’ 운동의 효과가 있다고 단하

다. 한 육군이 ‘병비충실’의 구체  방안으로 헌병의 국경배치, 철도수비  등

의 견, 독립수비 (기병여단) 견, 내지 사단의 이 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 다. 이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사단의 이 이었으며, 기성회는 

이를 목표하기로 결정하 다.56)

같은 시기 언론은, 육군이 조선의 ‘병비충실’ 방안으로 ‘북선(北鮮)’의 헌병증

원, 기병여단 이주, 독립수비  배치, 국경수비  증원, 내지사단 이주를 의제로 

삼고 있다고 보도하 다. 평양의 후쿠시마가 악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기사는 이 에 실 인 것이 기병여단의 이주라고 보았다. 총독부와 조선군이 

1개 사단을 요구하지만, 재정 문제로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었다. 육군 기병감 미

요시 하지메(三好一) 장도 조선 내 기병부 의 증설은 국경방면 수비에 당

55) ｢平安南道: 兵備充實の陳情｣, �京城日報�, 1928.04.08.

56) ｢朝警秘 第30號 朝鮮兵備充實運動に關する件｣, 朝鮮軍司令官 金谷範三 → 陸軍大臣 白川

義則, 192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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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보고 있었다.57)

한편, 다른 지역의 유치운동에 하여 총독 등은 재정  문제를 언 하며 원

론  응에 그쳤다. 운동 지역은 구, , 주, 주, 원산 등이었고, 주체는 

지역 상업회의소 혹은 번 회, 주시민회, 함흥번 회 등이었다. 부분의 

지역에서 가시 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이었다.58) 이러한 상황에 평양상업

회의소가 보내온 권유장을 받고, 참여 여부를 논의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각 지역으로 달된 ‘병비충실’ 운동 권유 내용은 동일하지 않았다. 4

월 8일 평양상업회의소 회두 마쓰이는 경성을 방문하고, 경성상업회의소 회두 

와타나베 사다이치로(渡邊定一郞)와 정을 진행하 다. ‘병비충실’ 운동의 심

지를 경성으로 하여, ‘ 선’ 차원의 운동을 추진하자는 것이었다.59) 4월 13일 와

타나베 회두는 평양에서 제안해온 ‘병비충실’ 운동의 방향을 두고 구기모토 도지

로(釘本藤次郞), 아라이 하쓰타로(荒井初太郞)와 논의한 뒤, 경성부 내 여러 유

지에게 간담회 안내장을 송부하 다. 간담회 일정은 4월 16일, 장소는 경성상업

회의소 다. 간담회를 통해 평양이 제안한 ‘병비충실’ 운동의 면에 경성상업회

의소가 나설지 결정할 정이었다.60)

‘병비충실’ 운동의 구심 을 평양이 아닌 경성으로 옮기고자 한 이유는 몇 가

지 추측이 가능하다. 첫 번째, 경성이 가진 표성이다. 평양에서는 ‘병비충실’이 

실 될 경우에 사단 설치가 유력하다고 단하 다. 그런데 운동의 면에 평양

이 나설 경우, 이것이 지역의 이권운동으로 보일 여지가 있었다. ‘병비충실’ 운동

의 주요 목   하나는 이것이 ‘조선 체’의 여론으로 보여야 한다는 이었

57) ｢朝鮮兵備充實の爲問題となつた五案, 各方面よりの要望に鑑みて陸軍省で目下硏究中｣, �京

城日報�, 1928.04.07.; ｢朝鮮に騎兵の增設は必要: 三好騎兵監語る｣, �京城日報�, 1928. 

04.07.

58) ｢朝鮮兵備充實の運動愈よ具體化す, 平壤が中心となりて全鮮一齋に奮起か｣, �京城日報�, 

1928.04.12.

59)  ｢朝警秘 第36號 朝鮮兵備充實運動に關する件報告｣, 朝鮮軍司令官 金谷範三 → 陸軍大臣 

白川義則, 1928.05.10.

60) ｢軍備充實, 促進懇談 全鮮的計劃｣, �朝鮮新聞�, 1928.04.14.; ｢朝鮮增兵은 時期問題｣, �中

外日報�, 192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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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경성이라는 지역  상을 고려하 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경성(용

산)은 이미 조선군사령부와 제20사단이 치하고 있었다. 때문에 추가 사단의 

소재지가 될 확률이 었다. 마지막으로, 총독과의 면담에 향을 받았을 가능성

이 있다. 병비충실서선기성회는 와타나베 회두와 의 에 총독을 방문하여 운

동 상황을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이때 와 같은 내용의 조언의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러한 을 고려하면 반 로 경성이 ‘병비충

실’ 운동의 구심  역할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다. 운동의 실질  동인은 부  

주둔이었기 때문이다.

4월 16일 오후 3시 경성상업회의소 평의원 유지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는 

‘병비충실’ 운동에 한 경성상업회의소의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 다. 논 은 크

게 3가지 다. 경성이 운동의 면에 나설지, 그 다면 주체는 상업회의소가 되

어야 하는지, ‘병비충실’ 운동을 한 별도의 조직이 필요한지 다. 논의 결과, 

조선의 산업개발과 치안문제 해결을 하여 병비 충실이 필요하고, 따라서 ‘조선

병비충실기성회’를 조직하여 사무소를 경성에 두어 운동의 통일을 기하기로 결

의하 다. 그리고 ‘병비충실’의 주요 사항을 조사ㆍ연구한다는 명목으로 연구

원 10명을 지명하 다.61)

마지막으로 ‘병비충실’ 문제에 한  조선 차원의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

다. 날짜는 6월 1일이었다. 간담회의 참여는 각 지역의 상업회의소 회두를 통하

여 권유하기로 하 다.62) 경성 상업회의소가 평양 지역의 제안을 받아, 논의한 

결과 ‘병비충실’ 운동의 면에 나서기로 결의한 것이다.

경성 지역이 운동의 면에 나서기로 한 이유는 주요 인물의 이력을 통해 짐

작할 수 있다. 특히 문제를 공식화 한 와타나베, 구기모토, 아라이는 조선토목건

61) ｢朝警秘 第36號 朝鮮兵備充實運動に關する件報告｣, 朝鮮軍司令官 金谷範三 → 陸軍大臣 

白川義則, 1928.05.10. 연구 원은 와타나베 사다이치로, 구기모토 도지로, 아라이 하쓰타

로를 포함하여 야마토(大和 次郞), 오무라 하쿠조(大村百藏), 고죠 간도(古城管 ), 사

토 도라지로(佐藤虎次郎), 다카하시 쇼노스 (高橋章之助), 조병상(曺秉相), 박 철(朴

榮喆)이었다.

62) ｢軍備充實懇談 , 全鮮に勸誘狀發 ｣, �京城日報�, 1928.04.18.; ｢兵備充實全鮮協議, 六月

一日京城で｣, �朝鮮時報�, 192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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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회(朝鮮土木建築協 )의 주요 구성원이었다. 아라이 하쓰타로는 회장, 와

타나베와 구기모토는 회 이사와 상담역을 지냈다. 특히 와타나베와 아라이는 

조선의 표 인 토목청부업자이기도 했다. 당시 토목청부업자 세력은 경성상업

회의소에 진출하여 주요 직책을 역임하며, 일명 ‘토목 ’를 형성하고 청부업자의 

이권 획득이라는 맥락에서 각종 로비활동을 주도하 다. 경성상업회의소가 ‘토목

회의소’라고 비  받을 정도 다.63) 부  주둔이 가져올 경제  향의 주요 요

인  하나는 막 한 공사비 투입이었다. 즉, 조선 ‘병비충실’의 실 은 토목청부

업자의 직  공사 수주, 혹은 간  효과를 기 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생각

된다. 비록 경성이 아닌 지역에 부 가 증설되어도 공사 수주 등 이윤 획득을 

기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성과 평양을 제외하면 ‘병비충실’ 운동의 참여 여부는 지역마다 의견

이 엇갈렸다. 신의주는 ‘병비충실’ 운동을 통한 부  유치 가능성이 있다고 단

하여 다다 에이키치(多田營吉) 등 표자 견을 결의하 다.64) , 목포, 

주 등에서는 개별 운동을 지속하 다. ‘병비충실’ 자체에는 반 하지 않았으나, 

‘남선’의 이해 계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하기도 하 다. 특이한 것은 

부산의 사례이다. 부산상업회의소에서는 ‘병비충실요청서’를 반박하는 쪽으로 의

견을 모았다. 4월 20일 부산상업회의소 평의원회는 ‘병비충실’의 문제가 민간이 

운동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부 의 증설도 필요하지 않다고 입장을 정리하 다. 

, 당장의 의견표명은 보류하고, 간담회에 참석하여 부산의 의견을 달하기로 

하 다.65)

1928년 6월 1일 ‘병비충실기성유지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참석자는 총 64명(경

성41, 부산3, 구1, 평양3, 진남포2, 신의주2, 원산1, 목포2, 주2, 인천3, 군산2, 

청진2)이었다. 참석자의 약 64%가 경성에서 참석한 , 그리고 개별 으로 운동

63) 고태우, 2019 앞의 논문, 53면. 와타나베 사다이치로, 구기모토 도지로, 아라이 하쓰타로

의 자세한 이력은 김명수, 2011 앞의 논문; 고태우, 2019 의 논문 등이 자세하다.

64) ｢平安北道: 兵備充實公職 大 ｣, �京城日報�, 1928.05.06.

65) 부산상업회의소의 ‘병비충실요청서’ 반박의견은 5장에 후술. ｢朝警秘 第36號 朝鮮兵備充

實運動に關する件報告｣, 朝鮮軍司令官 金谷範三 → 陸軍大臣 白川義則, 1928.05.10.; ｢兵

備硏究 の慫慂釜山でも懇談, 近く有志の 合協議か｣, �朝鮮時報�, 192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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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어갔던 구, 목포, 주에서도 표자를 참석시킨 이 주목된다. 간담회

는 와타나베 회두가 개회를 선언하고, 고죠 간도를 좌장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와타나베는 개회사를 통해, 이것이 상업회의소 명의가 아니라 개인  참여라

고 밝히며 간담회 개최의 목 과 이유를 설명하 다. 목 은 각 지역의 개별  

부  유치운동을 통일하여 ‘ 선’의 여론으로 조선의 ‘병비충실’을 앙에 구하

자는 것이었다. 개최 이유는 ‘병비’의 균 을 들었다. 부  주둔이나 신병기 도입 

등의 ‘병비’가 ‘내지’와 균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지역사회의 심사인 부

 주둔지 선정 등은 부차  문제이며, ‘병비충실’ 실 이 선결과제라는 도 강

조하 다. ‘제2차 산동출병’이라고 불리는 육군의 군사  침략도 명분으로 삼았

다. 조선군 병력이 국 방면으로 이동하여 치안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제

2차 세계 쟁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고려하여 응차원의 병비충실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66)

<그림 1> 1928년 6월 1일 조선병비충실간담회

(｢朝鮮の兵備充實で全鮮有志懇談 ｣, �朝鮮新聞�, 1928.06.02.)

66) 1928년 6월 1일 ‘병비충실기성유지간담회’의 논의내용은 다음의 자료 참고. ｢朝警秘 第42

號 朝鮮兵備充實促進期成 に關する件報告｣, 朝鮮軍司令官 金谷範三 → 陸軍大臣 白川

義則, 192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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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병비충실’ 운동에 한 찬반 의견이 이어졌다. 찬성 측은 사이토 총독의 

‘문화정치’, 그리고 헌병제도 폐지를 문제 삼았다. 헌병제도 폐지로 인해 치안문

제가 야기되었다는 것이다. 군비축소에 해서도 서구열강의 술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백색인종에게 압박받고 있는 동양 10여 억의 유색인종”을 해서라도 

병비의 충실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내었다. 찬성의견은 64명  63명에 달하

다. 유일하게 이 다 조지로(池田長次郞)가 국민의 부담증가, 국제  향, 산

미증식  철도부설 사업의 우선을 이유로 반 의견을 개진하 으나 이스미 나

카조(亥角仲藏) 등의 반박이 즉각 이어졌다.67)

논의결과 병비충실의 필요를 인정하여, ‘조선병비충실 진기성회(朝鮮兵備充實

促進期成 )’ 조직을 만장일치로 가결하 다. 회장은 고죠 간도, 실행 원 13명

과 일반 원 20명이 지명되 다.(<표 1>). 경성 지역이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

으며 부산, 평양, 원산, 인천, 주 표자가 실행 원을 맡았다. 기성회는 총

리 신, 참모총장, 육군 신, 여ㆍ야당 총재, 귀족원, 의원, 앙조선 회 등을 

상으로 운동을 개시했다.68)

야마나시 총독의 의도는 ‘조선병비충실 진기성회’의 조직으로 일정 실 되었

다. 기성회의 조직은 곧, 육군의 군비증강을 ‘조선 체’가 ‘자발 ’으로 지지하는 

모양새가 갖추어졌음을 의미하 다. 평양과 경성의 상업회의소를 포함하여, 육군

의 군비확장 기조에 편승한 이들의 이권 추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 다. 치

안유지, 국경개발, 국제정세 등 다양한 이유가 제시되었지만, 실상은 각자의 정

치경제  욕망이 근본에 치하고 있었다.

67) ｢兵備充實の高調期成 を創立して, 决議文を可决｣, �朝鮮新聞�, 1928.06.02.

68) ｢朝鮮兵備の充實を促進, 首相以下當路へ同期成 から打電｣, �朝鮮新聞�, 1928.06.03.; ｢平

安南道; 一層の努力を要す｣, �京城日報�, 1928.06.05.; ｢兵充委員 ｣, �朝鮮日報�, 1928.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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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선병비충실 진기성회 황(1928.06.01.)

지역 이름 비고

부산
香椎源太郞 실행 원

大池忠助

구 加藤一郎, 張稷相

평양
松井民次郞 실행 원

福島莊平, 朴經錫

진남포
川添種一郞 실행 원

西崎鶴太郞, 李熙迪

원산
杉野多 실행 원

野文吉

목포 山野瀧三, 金商燮

청진 山竹松太郞

인천 吉田秀次郞 실행 원

군산 赤松繁夫, 吉澤藤一郞

강계 河野國松

주 亥角仲藏 실행 원

주 松井理三郞

철원 宮山八郞

경성
釘本藤次郞, 佐藤虎次郎, 古城管 (회장), 渡邊定一郞, 高橋章之助 실행 원

朴榮喆, 大村百藏, 大和 次郞, 荒井初太郞

기타 曺秉相, 賀田直治 실행 원

 1928년 6월 15일 야마나시 총독은 즉각 도쿄로 향하여 산편성을 한 상

에 나섰다. 3주간 일정에 주요한 안은 조선의 ‘병비충실’ 이었다. 군부도 즉각 

호응하 다. 군부는 “조선주민의 증병에 한 태도”가 단지 “토지번 책”을 

한 것이 아니라면서 이를 진 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6월 18일 총독은 

다나카 총리 신과 만나 조선군 증병을 단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만몽’의 정

세에 비추어 병력이 부족하다는 이유 다.69) 경성에서의 간담회 종료 이후 평양 

마쓰이 회두가 “병비충실에 해서 군부 측이 이미 충분히 양해하고 있다”70)는 

69) ｢朝鮮軍備充實運動 軍部는 愼重 慮 國境警備上必要한 今日｣, �每日申報�, 1928.06.14.; ｢山

梨總督, 十五日朝東上｣, �朝鮮新聞�, 1928.06.15.; ｢現在の二箇師團を國境方面へ集結, 內

地から一箇師團を移駐, 朝鮮の兵備充實問題｣, �京城日報�, 1928.06.19.

70) ｢平安南道; 一層の努力を要す｣, �京城日報�, 192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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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처럼, 조선의 ‘병비충실’은 여론 조성, 군부의 호응, 총독과 총리 신의 의

견일치 등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 같아 보 다. 

그러나 이번에도 재정 문제로 난항이 시작되었다. 육군은 만주ㆍ조선 일 를 

포함한 병력의 충실이 필요하다며 산을 편성을 시도하 으나, 장성 등의 의

견은 달랐다. 재무당국은 재정  여유가 없을뿐더러, 새롭게 확보할 수 있는 재

원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군사비를 크게 감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육군 신조차 조선 2개 사단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나, 증병 문제는 육군

의 입장만 생각하기 어렵다고 언 하 다.71)

정치  문제도 엮여 있었다. 여ㆍ야당 모두 다나카 총리와 야마나시 총독의 

주장에 난색을 표했다. 민정당(民政党)은 국제정세를 역행한다는 , 국내 으로

도 군사비 감축이 필요하다는 , ‘무단통치’로의 회귀라는  등을 들어 총독을 

비 하 다. 여당 정우회에서조차 정치  부담을 이유로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

견이 나왔다. ‘증사’는 곧 재정  부담이 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증세로 인하

여 정우회에 한 비  여론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군부 내에서도 차

라리 무리하게 조선 사단증설을 강행하는 편보다, 조선-만주를 함께 시야에 넣

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72)

결국 1928년 7월 말 조선군 사단 증설에 한 논의는 잦아들고, 신 총독부 

산 내에서 경비력 충실을 모색하는 쪽으로 논의가 정리되었다.73) 식민지 조선

71) ｢朝鮮増兵問題で総督、陸相と協議　国境警備に就ては研究中と会見後陸相語る｣, �朝日新

聞�, 1928.06.20.; ｢１個師団の朝鮮移駐　先ず兵営新設費を来年度予算に計上｣, �朝日新聞�, 

1928.06.22.; ｢朝鮮の増兵には賛成できぬ　むしろ軍事費節減の時と、財務当局の主張｣, �朝

日新聞�, 1928.06.23.

72) ｢移駐なら兎も角増師には反 : 朝鮮警備問題に する 黨方面の意向｣, �朝日新聞�, 1928. 

06.24.; ｢朝鮮への増兵は時代の 行　民政党は絶対反対｣, �朝日新聞�, 1928.06.24.; ｢朝鮮

増兵より警察の改善が先　政府に一貫した方針なしと、軍部内にも反対論｣, �朝日新聞�, 

1928.06.25.

73) ｢軍費充實의 代身 警察豫備隊組織 各道閑散地駐在警官을 國境方面에 派遣 應急警備力增

加具體案｣, �每日申報�, 1928.06.29.; ｢常備軍充實に代へ國境警備力の增加, 財源難の關係

から, 警察豫備隊の組織｣, �朝鮮新聞�, 1928.06.29.; ｢常備軍充實の代りに警察豫備隊を組

織, 性能は警官と憲兵との中間, 國境に配置の計畫｣, �京城日報�, 1928.06.29.;  ｢朝鮮軍充

實計畫, 財源難で遂に斷念｣, �朝鮮新聞�, 1928.07.25.; ｢朝鮮軍充實計劃｣, �中外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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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론을 명분으로 삼아 군비확장을 꾀하고자 한 육군의 시도가 장성  일

본 여ㆍ야당의 반  속에 무산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와 에도 기성회 다다 에

이키치(신의주), 와타나베 사다이치로(경성), 마쓰이 다미지로(평양) 등은 도쿄

에 거주하며 총리 신, 육군 신, 참모총장, 여ㆍ야당 간부 등을 만나 조선 ‘병비

충실’을 주장하 으나,74) 이들이 요구하는 ‘병비충실’은 결국 실 되지 않았다.

5. 군국주의  여론 조성과 조선인 배제

1928년 야마나시 총독의 부임을 계기로 발된 지역사회의 부  유치운동은, 

식민당국의 개입을 통해 ‘병비충실’ 운동으로 환되었다. 운동의 범 는 조선 

체로 확장되었으며, 1928년 6월 1일 조선병비충실 진기성회 조직에 이르 다. 

육군 군비확장의 ‘사회  명분’으로서 식민지 여론이 조직된 것이다. 특히, 경제

 이권 추구 목 이 ‘병비충실’ 구호로 은폐되었다는 , 운동에 가담한 일부 

유력자 집단이 군부와 결탁하여 ‘조선 체’의 이름으로 팽창주의  기조를 지지

하기 시작하 다는 이 주목된다. 본 장은 이러한 운동 양상에 한 여러 의견

을 정리하고, 식민당국의 검열을 받아 여론에서 배제되었던 조선인들의 시각을 

확인하고자 한다.

먼  살필 것은 상공업자, 언론인 등의 비  의견이다. 비 은 이른바 ‘문화통

치’로 불리우는 사이토 총독 재임기 통치기조에 입각하고 있었다. 이들은 다나카 

내각의 성립, 야마나시 총독의 부임 이후 제기된 조선군 증병문제가 과거 ‘무단

통치’ 시 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지하 다. 이시모리 히사야(石森久彌)

는 ‘병비충실’ 운동이 시  역행 이라며 통치기조가 육군 심으로 회귀하는 것

을 우려하 다. 그는 이러한 역행을 주도하는 것이 다나카 총리와 야마나시 총

1928.07.26.

74) ｢朝鮮の兵備充實, 陸軍の要路に陳情｣, �朝鮮新聞�, 1928.07.06.; ｢朝鮮軍充實行委員, 活躍｣, 

�朝鮮新聞�, 1928.07.06.; ｢渡邊 頭ら軍充實行委員民政黨訪問｣, �朝鮮時報�, 1928.07. 

07.; ｢朝鮮の兵備充實, 首相へ陳情｣, �朝鮮新聞�, 192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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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이며, 이에 따르는 “육군의 앞잡이”로서 조선의 “병비운동가”가 있다고 지목

하 다. 그는 ‘병비충실’ 운동이 육군, 그리고 육군과 결탁한 ‘내지인’을 한 것

이라고 비 하며, 정신주의에 입각한 통치가 필요함을 역설하 다.75) 조선인 언

론도 다나카 총리는 “무단총리”, 군비증강에 해서는 “무단가(武斷家)”의 “독

무 (瀆武的) 시설”이라고 하며 사이토 총독 시기 시된 교육진흥과 사회사업

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76)

한 부산 상업회의소 재조일본인 집단은 ‘병비충실’의 모순 을 지 하며 반

의견을 개진하 다. 부산 상업회의소 회원의 약 70%는 상업에 종사하고 있었

고, 이는 경성ㆍ평양 등 내륙 상업회의소와 구분되는 특징이었다.77) 이러한 

에서 ‘조선병비충실요청서’의 논지를 반박하 다. 조선 주둔군 2개 사단으로 

치안유지가 충분하다는 , 문화진보ㆍ동화주의 실 은 무력  수단으로 불가능

하다는 을 지 하며 교육진흥  산업개발에 집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국

경개발은 국경에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 될 일이며, 재만조선인 문제는 조선군이 

맡을 사안이 아니라고 보았다. 정리하면 조선 ‘병비충실’ 실 은 사회 발 과 별

개의 문제이자, 오히려 발 을 해할 수 있는 요소 다.78) 

조선 ‘병비충실’ 운동에 한 비  여론의 주안 은, 일본 본국의 정치구도 변

화 속에 식민지 조선에 한 육군의 정치  향력 확 를 우려하는 것이었다. 

한, 단순 ‘무단통치’로의 회귀와 달리, 이제는 육군과 합하는 사회  움직임

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 하고 있다. 

75) 石森久彌, 1927.07. ｢朝鮮兵備充實の本體-武力主義か精神主義か｣ �朝鮮公論� 16(7), 2-5

면. 선행연구는 ‘육군이’ 병비충실의 선 이 되었다고 었으나, 해당 기사는 소  ‘병비

운동가’에 한 비  에서 “일정한 방침과 일정의 확고한 신념 없이, ‘육군의’ 앞잡

이(お先棒)가 되”었다고 서술되어 있다(최혜주, 앞의 논문, 5면).

76) ｢시평: 사단증설문제｣, �조선일보�, 1928.02.10.; ｢조선에 사단증설설｣, �동아일보�, 1928. 

02.10. ｢朝警秘 第20號 朝鮮師團增置設ニ スル反響ニ關スル件報告｣, 朝鮮軍司令官 金谷

範三 → 陸軍大臣白川義則, 1928.02.27.

77) 성 , 앞의 책, 92-93면.

78) ｢상의(商議)의 동(蠢動)은 근본사명 배라고 비난의 성(聲) 두｣, �中外日報�, 1928.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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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은 옹호 여론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일각에서 군국주의  

행동이라고 비 받는 ‘병비충실’ 운동은, 군 가 지고 있는 부담을 사회가 나

려는 움직임이라고 보았다. 오히려 조선사회는 국방의 ‘ 임’을 맡고 있는 군

에 감사의 뜻을 가져야 하며, 국권ㆍ국 발양은 군 만의 역할이 아니라고 강조

하 다. 더불어 침략  의도가 없는 군국주의는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는 논리를 

폈다.79) ‘병비충실’ 운동을 군국주의  에서 합리화한 것이다. 특히 침략  

의도가 없는 군국주의는 비난받지 않아야 한다면서, 조선군의 “ 한 사명”을 

강조하는 것은 군국주의  여론 형성과정의 모순을 보여 다.

비  여론에 해서는 조선의 병비가 치안유지 뿐만 아니라 “ 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반박하 다. 조선의 생산발달을 해한다는 이야기에는, 국방과 

산업발달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고 옹호하 다. 나아가 조선의 ‘병비충실’ 운동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의 당연한 주장”이라고 서술하기에 이르 다.80) 일본

육군의 군비확장 기조를 경제  문제와 연결 짓고, 이것을 옹호하는 집단이야 

말로 ‘애국자’라고 합리화하는 군국주의  언설이었다.

그 다면 일반 조선인들은 ‘병비충실’ 운동에 하여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

었을까. �동아일보�는 “백의민 은 일반으로 냉담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암암

리에 증병 반 의 의사를 가지고 있음이 사실이다. 오직 그 의사를 발표할 당

한 기회도 없고, 반 하더라도 소용없다는 견해 때문에 침묵을 지킬 뿐이다”라

고 하 다.81) 운동의 안 에서 옹호, 비  등의 각종 보도가 성행하는 에, 정

작 피식민지인의 입장은 배제되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인들의 ‘침묵’과 ‘냉담한 태도’, 그리고 ‘기회’의 부재는 식민당국의 압수기

사, 조선군의 여론동향 보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선군이 ‘병비충실’ 운동에 

한 여론을 조사한 보고서에서는 체로 역군인과 재조일본인, 조선인 유력

자가 사단증설을 환 하고 있음을 보여 다. 반면 신간회, 형평사, 청년회, 조선

79) ｢朝鮮の軍備充實に就いて｣, �京城日報�, 1928.03.24.

80) ｢朝鮮の軍備充實に就いて｣, �京城日報�, 1928.03.29.

81) ｢조선증병문제｣, �동아일보�, 192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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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장려회원, 농민총동맹 등 다양한 조선인 단체의 비  발언도 확인할 수 있

다. 이들은 조선 내 사단 증설은 오히려 조선인을 궁지로 빠트리는 ‘무단정치’라

고 비 하 으며, 조선인 사상악화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조선군 증

병이 공산주의를 막기 한 조치이나, 시 의 추세는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의

견도 있었다.82)

나아가 식민당국은 기사 압수 등을 통하여 조선인 일반의 목소리를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 다. 압수기사 ｢조선의 군비확장설｣은 ‘병비충실’ 운동을 

비 하며, 이것이 상업회의소  재조일본인, 식민당국이 주도하는 것임을 밝혔

다.83) 일본인 상공업자ㆍ언론인 비 의 맥락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었다. 

그러나 당국은 이를 압수 상으로 삼았다. 다른 압수기사는 ｢춘래불사춘(春來

不似春)｣으로, ‘병비충실’ 운동을 주도한 평양의 풍경과 조선인 일반의 감상을 

묘사하고 있다. 이들은 실상 ‘지방번 을 한 궁여지책이 병비충실’ 운동으로 

변장하여 ‘ 잖은 비 뱅이들’을 끌고 다니는 모습을 냉담한 태도로 바라보며 

‘참으로 흥성 풍성한 ’이 왔다고 표 하 다. 다수 조선인에게 ‘병비충실’ 운

동은, ｢춘래불사춘｣의 감상처럼, 그들만의 ‘ ’에 불과하 던 것이다.84)

… 병비충실기성회(兵備充實期成 )란 것이 발기되어, 각 지역의 신흥 시가의 인

민이 합동으로  운동을 일으키며 말하기를 헌병제도의 부활, 기병여단의 이주, 사

단증설 등, 그들의 소  병비충실은 국방 혹은 치안유지상 필요하다며 커다란 간 을 

걸어놓았다. 그러나 사실은 국방이고 무엇이고 지방번 의 궁여지책의 하나이다. 평양

에 사단설치란 노골  표기를 걸지 않는 것도 선 술의 진 된 세상임을 증명한다.

기야 병비 충실의 심지는 평양이 아니면 안된다고 결론을 짓는 것은 마각(馬

脚)이 노출한 셈인가. 77연 의 주재가 있고 병기창 설치와 비행 ,  무엇이 부

족하여 사단설치로 손을 덥석하는 것은(더구나 회의 실패에도 불감코) 욕심 많은 

신시가 감들이라 할 수밖에 없거니와, 사단의 설치는 유곽의 발달을 가져오고 유

82) ｢朝警秘 第20號 朝鮮師團增置設ニ スル反響ニ關スル件報告｣, 朝鮮軍司令官 金谷範三 

→ 陸軍大臣白川義則, 1928.02.27.; ｢朝警秘 第30號 朝鮮兵備充實運動に關する件｣, 朝鮮

軍司令官 金谷範三 → 陸軍大臣 白川義則, 1928.04.16.

83) ｢조선의 군비확장설｣, �동아일보�, 1928.05.02.(일제시  민족지 압수기사)

84) ｢평양만필: 춘래불사춘｣, �동아일보�, 1928.04.16.(�일제시  민족지 압수기사모음�; ｢春

ハ來レトモ春ニ似ス｣,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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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의 발달은 ■■■■ 융흥의 길조라고 아니할 자 한 굴까 

… 이다. 확실히 이다. 사단증설이 병비충실로 변장하고 평양으로 진남포로 

경성으로 잖은 비 뱅이들을 끌고 다니는 것을 보고 참으로 흥성 풍성한 이 왔

거니와 진남포 축항(築港) 평남연합기성회가 퍼트리는 바람은 더욱 큰 을 싣고 온 

듯하다. … 

 구를 한 발 , 구에게 돌아갈 이득이냐를 일고  재고할 때는 춘화 방만발

(方滿發)의 동산도 가두자의 에는 추고(秋枯)의 막밖에 보이지 아니한다. 서문

통과 종로에 인마가 견하 다 하나 잠자는 평양, 병쇠한 평양밖에 에 띄지 않는

다. … 화창한 날에 하품을 삼키면서 이 을 하니 춘풍에 날리는 진사(塵沙)만 

사정없이 살수(撒水) 불충분한 남문통을 거슬러 올라간다.

 6. 맺음말

본 은 1928년 식민지 조선의 ‘병비충실’ 운동의 추이와 그 성격에 하여 검

토하 다. 구체 으로는 지역사회의 경제  이권을 한 부  유치운동이 어떻

게 ‘병비충실’이라는 정치  슬로건을 내걸게 되었으며, 이것이 어떠한 정치사회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 다. 이는 식민통치라는 에서 일본

육군과 조선의 계를 규명하기 한 것이기도 하다.

1928년  야마나시 총독의 부임을 계기로 시작된 지역사회의 부  유치운동

은, 3월  ‘병비충실’을 내세우며 ‘조선 체’의 통일된 운동을 지향하기 시작하

다. 운동을 주도한 지역은 평양이었다. 평양 지역은 두 차례 사단 유치운동

(1915년ㆍ1924년)의 실패를 거치며 차 지역 간 연합운동을 기획한 바 있었다. 

한 1924년에는 사단 주둔 후보지로 꼽히기도 하 다. 야마나시 총독은 평양 

상의회두 마쓰이 다미지로에게 운동방향을 구체 으로 지시하 다. 개별  부  

유치운동 방식을 폐기하고, 조선 체의 ‘병비충실’ 운동으로 환하라는 것이었

다. 이어서 ‘병비충실’ 운동이 평양 사단유치의 가장 유력한 방법임을 조언하

다. 부  유치운동으로 표되는 지역사회의 개발욕구를, 육군의 군비확장에 

한 ‘자발 ’인 식민지 여론으로 조직하고자 하는 의도 다. 

평양에서는 총독의 의견을 수용하여 ‘병비충실서선기성회’를 조직하고, 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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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를 ‘서선’, 그리고 ‘ 선’으로 확장하 다. 동시에 ‘ 선’이라는 명분을 해 

운동의 구심 을 경성으로 옮기고자 하 다. 와타나베 경성 상의회두는 평양의 

제안을 받아들 으며, 경성 심의 ‘조선병비충실기성회’ 조직을 결의하 다. 당

시 경성상업회의소가 이른바 ‘토목 ’로 불리었던 토목청부업자 세력에 의해 주

도되었다는 정황을 미루어 보면, ‘병비충실’ 실 을 통한 직ㆍ간  공사 수주

를 기 한 것으로 보인다.

1928년 6월 1일 ‘병비충실기성유지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조선 체’의 명의로 

‘병비충실’을 요구하는 조직을 만들기 한 자리 다. 결국 만장일치 형식으로 

‘조선병비충실 진기성회’의 조직이 결정되었다. 일본육군, 총독, 평양ㆍ경성의 

상업회의소 등 각자의 이권추구가 낳은 결과 다. 군비확장에 한 식민지 여론

을 등에 업고, 야마나시는 산 편성을 하여 도쿄로 향하 다. 다나카 총리

신과 군부도 식민지 여론을 근거로 조선군 ‘증사’에 즉각 호응하 다. 그러나 재

무당국과 야당의 비 , 그리고 여당 정우회에서조차 난색을 표하 다. 정우회는 

군비확장이 일반 국민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결국 1928년 7월 말 

조선 ‘병비충실’은 무산되었으며, 신 조선 경비력 증강을 모색하는 선에 그치

게 되었다.

한편, 조선 ‘병비충실’ 운동의 안 에서는 운동에 한 다양한 여론이 빈발하

고 있었다. 재조일본인 상공업자  언론인은 산업개발과 교육진흥, 정신주의에 

입각한 식민통치의 맥락에서 ‘병비충실’을 비 하 다. 반 로 ‘병비충실’이 ‘내선

융화’를 한 것이라는 해명, 군국주의  성격에 한 정당화도 있었다. 침략  

의도가 없는 군국주의를 정하며, 일반 사회가 군사  가치를 함께 짊어져야 

한다며 ‘병비충실’ 운동의 군국주의  성격을 옹호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일반 조선인들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 다. 운동이 ‘조선 체’의 

‘자발 ’인 요구라는 사회  명분을 갖추는 동안, 정작 피식민지인의 의견은 압

수와 검열 상이 되었다. 식민권력은 ‘병비충실’의 계기를 제공하고, 군국주의  

여론 형성을 주도하면서 조선인을 극 으로 배제하 다. 압수기사의 제목처럼, 

조선의 ‘병비충실’ 운동으로 말미암은 군국주의 기조 심화는 일본육군과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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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권을 기 한 혹자에게는 ‘ ’이었을지 모르나, 소외된 다수 조선인에

는 그 지 않았던 것이다.

주제어 : 조선 주둔 일본군, 일본육군, 군비확장, 병비충실, 유치운동, 야마나

시 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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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ogress and Characteristics of ‘Military Preparation 

Enhancement’ Movement 1928 in Colonial Korea

85)

Lee, MinSeong*

The article examined the progress and characteristics of the ‘Military Preparation 

Enhancement’ movement in colonial Korea in 1928. Specifically, it was intended to 

organize the local community’s ‘Lobby for Military Camp’ into ‘voluntary’ public 

opinion of ‘the entire Joseon’ under the slogan ‘Military Preparation Enhancement.’ 

‘Lobby for Military Camp’ was primarily conducted on an individual basis at the 

local level. However, with the intervention of the Governor-General, it began to strive 

for a unified public opinion organization for ‘the entire Joseon.’ The Governor-General 

gave specific instructions to the representative of the Pyongyang Chamber of Commerce 

regarding the movement’s direction. The move was intended to avoid the regional-level 

interest movement and instead focus on a ‘Military Preparation Enhancement.’ 

Additionally, he stated that this would enable the stationing of a division in Pyongyang. 

The Governor-General tried to organize it with ‘voluntary’ colonial public opinion 

backing the expansion of the Japanese Army by utilizing colonial Korea society's 

development needs.

A new organization was formed in the Pyongyang area according to the direction of 

the Governor-General. In addition, the movement’s central area was relocated to 

Kyeongseong to expand its regional scope. Eventually, on June 1, 1928, a meeting with 

influential people from each region was held. Furthermore, the ‘Joseon Military 

Preparation Enhancement Supporting Association’ was formed to support the Army's 

armament expansion. The Governor-General of Joseon, the Prime Minister of Japan, and 

the military all responded immediately.

However, both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the 

* Ph.D. Candidate, Department of History, Konku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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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sure, expressed disapproval, citing economic and political burdens. In the end, 

Joseon’s ‘Military Preparation Enhancement’ was not realized, and it only sought to 

strengthen security.

On the one hand, there was a lot of criticism leveled at this movement. This pointed 

out the militaristic nature of the movement, and it was feared that this would hurt 

colonial rule. Conversely, there were instances of defending and rationalizing the 

militaristic nature of the ‘Military Preparation Enhancement’ movement. However, the 

voices of ordinary Koreans were largely excluded from public opinion. While the guise 

of Joseon’s ‘voluntary’ movement was established, the opinions of the Korean were 

subject to seizure and censorship. While providing an opportunity for the 'Military 

Preparation Enhancement' movement and pursuing the formation of militaristic public 

opinion, the colonial power actively excluded the Korean voices from ‘Joseon.’

Key Words : Japanese Army stationed in Colonial Korea, Japanese Army, Expansion 

of Army, Yamanashi Hanzo, Military Prepar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