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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침략기 군대만화엽서를 통해 본

군대의 홍보와 병영생활*
－전쟁프로파간다의 전파와 확산－

1)

황 익구

<국문초록>

이 논문은 1930년대 이후에 군국주의와 전쟁의 정당성을 선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량으로 제작되고 유포된 군대만화엽서를 통해 동시대의 전쟁프로파간다를 둘러싼 제도,

내용, 이미지 전략, 전파와 확산의 실태 등에 관한 전반적인 양상을 고찰한 것이다.

대부분의 군대만화엽서의 정확한 발행연대는 불확실하지만 주로 1930년대의 만주사

변, 중일전쟁, 1940년대의 남방작전, 태평양전쟁 등을 계기로 발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군

대만화엽서의 주요 작가에는 오노데라 슈후, 아라이 가즈히사, 야베 세스이, 오타 덴코 등

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주요 발행처로는 도쿄부요도서점이 확인되었다. 그 외에 군부서원

과 군사보급회는 현재로서는 발행처로 추정될 뿐이다.

군대만화엽서 속에 투영된 전쟁프로파간다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병영생활의

왜곡과 총후의 ‘소국민’의 양성, ‘황군’의 이미지 구축과 전파, 대동아공영권의 선전과 전쟁

의 정당성 선전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쟁프로파간다의 효율적인 전파와

확산을 위해 아시아 주변국의 ‘타자’를 동원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확인되었다.

키워드：군대만화엽서, 프로파간다, 전쟁, 대동아공영권, 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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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일본에서 사진그림엽서는 러일전쟁을 계기로 발행 수는 물론 사용빈도도 급증

하였다. 히라마 요이치(平間洋一, 2012)에 의하면 러일전쟁 때의 군사우편은 청

일전쟁(1894~1895) 때에 약 1,240만 통에 비해 30배 이상 증가한 약 4억 5,800만

통에 이른다고 한다. 주로 전장에 있는 병사들과 일본국내에 있는 국민들을 연결

하는 통신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공전의 붐을 일으키며 인기를 얻었다. 당시의 사

진그림엽서는 전장의 병사들에게는 가족들의 소식과 안부, 그리고 일본국내의 소

식을 전하는 창구 역할을 하였으며, 병사들의 사기를 고양하는데도 크게 기여하

였다. 그와 동시에 일본국내의 국민들에게는 전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한

편 전쟁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유도하는 기능이 수반되었다. 즉 사진그림

엽서는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한 통신매체로서의 기능과 함께 전쟁프로파간다

의 기능이 동시에 부여된 미디어 장치라고 할 수 있다.1)

일반적으로 프로파간다라는 용어는 로마 가톨릭의 해외선교를 총괄하는 포교

활동 기관에서 사용되었지만,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정치적인 주장이나 행위를 사

람들에게 선전할 목적으로 전파 확산시키는 정보를 지칭한다. 따라서 프로파간다

는 정치적인 의도가 내재된 정보인 동시에 사람들의 의식이나 사상을 조작하려고

한다는 이미지가 강하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러일전쟁은 물론 1930년대 이후의

전시기에도 프로파간다의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도 오락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국민

을 선동하는 사상전의 성격이 강한 프로파간다가 고안되었다.2) 예를 들면, 사진

그림엽서, 전단, 삐라, 포스터, 가미시바이(紙芝居), 영화 등과 같은 시각미디어를

통한 프로파간다가 대중들에게 오락을 제공하는 한편에 정치적 선전과 정책의 지

1) 특히 사진그림엽서에서 전쟁프로파간다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에는 황익구(2017) 사진

그림엽서로 본 러일전쟁과 프로파간다 (일본문화연구제63집, 동아시아일본학회)를 들 수 있다.
2) 한편 1930년대에 들어서 일본의 관료적 사고에는 프로파간다는 국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

시지를 강제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문화적 가치를 통해 자발적으로 만

들어내고 이를 지지하는 정신과 태도에 의한 확산을 시도하였다. 1937년 9월에 내각정보부장 요

코미조 미쓰테루(横溝光暉)는 일반 대중을 교육하기 위한 강연회에서 프로파간다는 ‘무기 없는

전쟁’이라는 인식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프로파간다는 ‘거짓이나 허위를 확산시키는 행위가 아

니라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올바른 일을 있는 그대로 널리 전달하고 공감과 이해를 구하는

행위이다’라고 역설한 바 있다. 또 내무성관료 아라이 젠타로(新居善太郎)는 전시 중에 국민정신

의 함양(교화)을 국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한 프로파간다 정책의 수립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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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유도할 목적으로 자주 활용되었다.(Barak Kushner 2016:67-68) 특히 사진

그림엽서의 분야에서는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군국주의와 전쟁의 정당성을 선

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군대만화엽서가 대량 제작되고 확산되었다. 이처럼

전시기의 시각미디어는 전쟁프로파간다의 수단으로서 다양한 역할과 기능이 부여

되었다. 따라서 최근에는 전쟁프로파간다를 둘러싼 제도는 물론 제작방법, 구체적

인 내용, 이미지 전략, 전파와 확산의 실태 등에 관한 전체적인 양상의 연구 필

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 필요성에 착안하여 군대만화엽서에 투영된 전

쟁프로파간다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종래의 사진그림엽서에 대한 연구는

주로 미디어로서의 기능과 역할, 시각적 이미지와 미술적 가치, 문화적 표상과

역사성의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왔다.3) 특히 이 논문에서는 1930년대

이후 일본의 군국주의와 침략전쟁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맞추어 다발적으로 발행

되고 유포된 군대만화엽서를 분석함으로써 전시기 일본의 전쟁프로파간다의 구체

적인 내용과 시각적 이미지, 이데올로기의 생산과 전파 등에 관한 전체적인 전개

양상을 실증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3) 사진그림엽서에 대한 최근의 주요 선행연구에는 田邊幹(2002) メデイァとしての絵葉書 (新潟県
立歴史博物館研究紀要第3号)、柏木博(2000) 肖像のなかの権力ー近代日本のグラフィズムを読む
(講談社)、橋爪紳也(2006) 絵葉書100年ー近代日本のビジュアル メディア(朝日新聞社)、貴志俊
彦(2008) 戦争とメディアをめぐる歴史画像デジタル化の試み (アジア遊学勉誠出版, 113)、山田俊
幸 安田政彦(2006) 絵葉書にみる明治イマジュリィの形成と国粋主義の時代へ (帝塚山學院大学研
究論集文学部41)、浦川和也(2006) 絵葉書で朝鮮総督府を見る-- 朝鮮半島絵葉書 の史料的価

値と内包された 眼差し (朱夏21)、毛利康秀(2015) ツーリズムの視点からみた メディアとしての絵

葉書 の再検討ー戦前期のハルビンに関連する絵葉を事例として (政経研究52(2))、向後恵理子
(2003) 逓信省発行日露戦役紀念絵葉書ーその実相と意義 (早稲田大学美術史学会41)、권혁희
(2007) 조선에서 온 사진엽서(민음사), 신동규(2017) 대한제국기 사진그림엽서로 본 한일병탄
의 서막과 일본 제국주의 선전 (동북아문화연구51), 한현석(2017) 사진그림엽서로 본 식민지
조선에서의 국가신도체제 선전과 실상 (일본문화연구63), 황익구(2017)전게서, 최인택(2017) 일
제침략기 사진그림엽서를 통해서 본 조선의 퐁속 기억 (동북아문화연구51), 조정민(2017) 식
민지 시기 사진엽서 경성백경의 공간과 서사 전략 (일본문화연구63), 황진(2017) 일제침략
기 사진그림엽서로 본 ‘조선적 정취’의 생성과 소비 (일본문화연구63) 등이 있다. 다만, 군대만
화엽서를 통한 전쟁프로파간다의 실증적 연구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전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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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군대만화엽서의 정확한 발행연대는 불확실하다. 다만, 그 발행연대는

군대만화엽서에 나타난 이미지와 내용을 통해 일본의 군국주의와 침략전쟁이 본

격화되는 1930년대 이후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1931년 9월에 중국의 펑

톈(奉天, 현재의 선양(瀋陽))의 교외에 있는 류탸오후(柳条湖)에서 남만주철도회

사의 선로를 일본군이 폭파하는 자작극을 계기로 중국동북부를 중심으로 전투가

시작되었으며 이른바 ‘만주사변’이 발발하였다. 그리고 만주사변을 계기로 1932년

에는 일본의 괴뢰정권으로서 만주국이 탄생하였다. 또 1937년 7월에는 루거우 다

리(盧溝橋) 사건을 시작으로 중일전쟁이 발발하여 중국과의 전면전이 진행된 시

기이기도 하다. 이후 중일전쟁은 1940년대에 이르러서 일본의 남방작전(동남아시

아지역 및 태평양 일대의 각지를 공략하는 작전)과 진주만기습공격 등으로 확전

되면서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졌다. 즉 군대만화엽서는 소위 ‘대동아공영권’의 수립

을 주창하며 ‘성전(聖戰)’의 완수를 최대의 과제로 삼고 있던 시기에 대량으로 발

행되고 유포된 것이다. 이점은 일본의 사진그림엽서 약 2만 8천여 점을 소장하고

있는 신동규(동아대학교 교수)의 컬렉션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다만, 이 당시에 발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군대만화엽서는 많은 종류의 엽서가

발행된 것은 분명하지만, 발행과 관련한 명확한 정보, 예를 들면, 발행 연도, 발

행자, 발행소, 작가 등에 관한 정보가 불명확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점은 군대만

화엽서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분명 난점이자 해결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논문

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충분히 의식하면서 현재까지 확인된 군대만화엽서 가

운데 만화의 작가와 발행소 등에 관한 정보를 부족하나마 확인할 수 있는 세트

(주로 8매・16매・32매가 1세트로 구성)로 발행된 엽서에 대해서 주로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이 되는 군대만화엽서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군대교육만화 입영
부터 제대까지 군대생활, 교육만화해군생활전집 입단에서 만기까지, 도만에
서 개선까지 황군의 활약, 대동아육해황군 남방진격(이상 오노데라 슈후(小野
寺秋風)작), 교육만화군대생활전집 입영에서 제대까지, 지나사변교육뉴스만화
무적황군, 신병기 각 병과 교육연습만화, 일만지회화입 교육만화 종군진중생
활(이상, 아라이 가즈히사(荒井一壽)작)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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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아라이 가즈히사

군대만화엽서는 발행된 종류만큼 작가들도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작

가군에는 앞서 제시한 오노데라 슈후, 아라이 가즈히사, 야베 세스이(矢部静水),

오타 덴코(太田天橋) 등이 있다.4) (엽서 1,2,3) 먼저 오노데라 슈후는 아라이 가

즈히사와 함께 군대만화엽서의 대표적인 작가 중 한 사람이다. 오노데라는 1895

년 도치기현 아시카가시(足利市) 출신으로 1950년대 후반까지 활발한 활동을 하

였으며 사망연대는 미상이다. 오노데라는 도쿄의 아카사카(赤坂)에 위치한 아오

이바시양화연구소(葵橋洋畵研究所)에서 미술교육을 받았다. 아오이바시양화연구

소는 1898년에 일본의 서양화가 구로다 세이키(黒田清輝), 구메 게이치로(久米桂

一郎) 등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서양화미술단체 하쿠바카이(白馬会)의 부속기관

하쿠바카이양화연구소(白馬会洋画研究所)로부터 시작한다. 1911년에 하쿠바카이

의 해산을 계기로 하쿠바카이양화연구소는 아오이바시양화연구소로 명칭을 바꾸

고 오랜 기간 동안 서양미술가 및 연구자를 양성한 단체이다. 주로 밝은 빛과 감

각적인 채색의 유채화를 통해 메이지시대 후반 화단의 주류를 이루었다. 오노데

라가 아오이바시양화연구소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교육을 받았는지 또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지금으로서는 불확실하다. 다만, 하쿠바카

이의 멤보들 대부분이 미술학교 졸업생 혹은 일반 서양

화전공자였다는 점에서 오노데라 또한 일정부분 서양화

의 소양을 갖춘 인물이었을 것이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추측이 가능하다. 오노데라의 주요 작품 활동을 살펴보

면, 전전부터 전후에 이르기까지 고단샤(講談社) 계열의

잡지少年倶楽部, 少年世界 등을 비롯한 아동잡지에
다수의 작품을 연재하였다. 대표작에는 冒険タロウ無人

島探検(文園社, 1947), 探偵タン子ちゃん (少女1951
~1955연재), そんごくう(講談社, 1959) 등이 있다.

4) 이들 작가들은 군대만화엽서의 작가로서는 대표적인 인물들이지만, 일본만화계에서는 거의 다루

어지지 않을 만큼 주목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작가들의 활동사항을 확인하기 위

해 일본에서 출판된 漫画家人名事典(日外アソシエーツ編集部, 2003)을 비롯한 각종 문헌 자료

(漫画大博物館(小学館, 2004), 現代漫画博物館1945-2005(小学館, 2006), 日本漫画史上・下

(大月書店, 1979), 日本人名大辞典(講談社, 2001))에는 일부 작가의 극히 부분적인 활동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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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 [자료 3] [자료 4]

다음으로 아라이 가즈히사는 군대만화엽서 연구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작가라고 할 수 있다.(자료 1) 그러나 아라이 가즈히사에 관해서는 발표된 몇몇

작품을 제외하면 출생과 사망정보를 비롯하여 거의 알려진 정보가 없는 실정이

다. 다만, 아라이의 경우는 군대만화教育漫画　軍隊生活(軍武書院)이 1931년에
발행된 것으로 확인되며, 그 외의 만화 작품은 그 이후에 다수 발표된 것으로 확

인된다. チャップリンの戦争 (ニコニコ倶楽部)는 1932년 6월에 발표되었으며,

1933년 1월까지 15판이 발행된 작품으로 채플린이 일본을 방문 후 경제적 불황

에 실망하고 일본군 병사가 되어 지나(支那, 중국)와 전쟁을 한다는 설정의 내용

이다. 그 외에 突貫小僧漫画大会(日昭館書店)와 少年兵隊爆弾漫画三勇士
(日昭館書店)는 1932년에, 漫画の樽詰(伊林書店)와 漫画くろざる隊長(伊林書
店)는 1933년에 발표되었다.(자료 2.3.4) 특히 漫画の樽詰(伊林書店)와 漫画く

ろざる隊長(伊林書店)는 당시의 만화계의 인기작가 다가와 스이호(田河水泡)의

작품 漫画の缶詰(1930)와 のらくろ(1931년부터 少年倶楽部연재개시)를 의

식한 작품이라는 인상을 남기고 있다.

다음으로 야베 세스이는 수채화풍의 군대만화엽서를 다수 발행한 작가이다. 앞

서 기술한 오노데라와 아라이에 비하면 작품 활동도 미약하며 상대적으로 잘 알

려지지 않은 작가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야베에 관한 상세한 정보도 거의 알려

져 있지 않다. 군대만화엽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야베의 화풍은 아래에 제시된

오노데라와 아라이의 작품과 비교할 때 수채화풍에 인물이나 풍경에 대해 다소

거친 경향의 필치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풍경에 대한 설명이나 등장인물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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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서 4]

를 풍부하게 구성함으로써 장면 장면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군대만화엽서에는 軍外教育絵葉書 入隊から満期まで(발
행연대 미상)가 있다.

[엽서 1] 오노데라 슈후 [엽서 2] 아라이 가즈히사 [엽서 3] 야베 세스이

마지막으로 군국화가의 이미지가 강한 오타 덴코는 1893년에 교토에서 출생하

였으며, 본명은 마사노스케(政之助)이다. 오타에 관한 상세한 이력을 작가자신이

발행한 ペン画の陸軍 軍隊内務班(東都書店, 1963)에서 살펴보면, 1913년 고노
에(近衛)제4연대에 입대하여 1915년에 제대하였다. 그 후 만주사변 당시에는 육

군촉탁으로 종군하면서 육군의 홍보・선전에 관한 그림을 주로 그렸다. 그리고 중

일전쟁 발발이후에는 육군성 전단전(伝単戦) 담당화가로 종사하였다. 또 태평양

전쟁이 본격화된 시점부터는 대본영만화전단 주임으로 발탁되어 활동하였다. 오

타는 전전부터 전시기에 걸쳐 주로 사건이나 재난,

전장의 풍경 등을 자주 그렸는데 카메라가 널리 보

급되지 않았던 시절에 보도화가(報道畫家)로서 활

동하며 주목을 받았다.5) [엽서 4]는 오타가 그린 군

대만화엽서의 하나이다. 엽서는 ‘육군야전병원’입구

를 배경으로 그려져 있다. 다리에 부상을 입은 듯한

병사와 이 부상병을 들것으로 옮기는 병사 두 명,

그리고 병원 내에서 팔을 부상당한 병사를 부축하

며 걸어가는 여성 간호사가 등장한다. 엽서의 오른

쪽에는 엽서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센류(川

5) 대표적인 보도화집에는 関東大震災実況ペン画集(1923), 満洲戦線ペン画集(1933), 中支従軍
ペン画集(194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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柳)가 기재되어 있다. 이 부분이 센류라고 하는 것은 엽서의 오른쪽 하단부에 ‘전

지센류만화(戦地川柳漫画)’라는 표현에서도 추정이 가능하다. 즉 각 엽서에는 한

구의 센류가 첨부되어 있는 점이 특징인 엽서이다. 센류의 내용은 ‘간호사를 보

니 절반은 나았네(看護婦さん、見て半分は治っちまい)’라고 되어 있다. 이 센류의

의미를 뒷받침하듯 세 명의 병사들의 대화가 코믹하게 표현되어 있다. 다리를 부

상당한 병사가 들것에서 갑자기 내리더니 ‘난 걸어서 갈래’라고 하자 선두에 선

병사가 놀란 표정으로 ‘갑자기 멀쩡해졌네’라고 부상병을 바라보며 말을 건넨다.

그리고 들것을 들고 뒤따르던 또 다른 병사는 ‘어, 이봐 억지부리지마’라며 부상

병을 향해 주의를 주고 있다. 엽서의 전체적인 묘사는 거칠면서도 독자들에게 코

믹한 에피소드가 명확히 전달되는 표현을 구사하고 있다. 또한 엽서의 원화(原

畫)에는 오타의 서명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엽서의 왼쪽 하단부에도 오타의 이름

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작가명을 알 수 없는 많은 군대만화엽서와는 차별

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군대만화엽서는 작가 정보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발행처 또한 불

확실한 경우가 많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일부 군대만화엽서는 세트의 겉포장에

발행처를 명기하고 있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여기에서 군대만화엽서의 주요 발행

처로 명확히 확인된 곳은 주로 오노데라의 군대만화엽서를 발행한 도쿄부요도서

점(東京武揚堂書店)를 들 수 있다. 도쿄부요도서점은 1897년에 군대교육용도서를

간행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이다. 1905년에는 육군참모본부육지측량부 발행의 지

도에 대한 도매권을 취득하여 사세를 확장하기도 하였다. 1937년에 회사명을 부

요도(武揚堂)로 개칭하였으며, 전후에는 주로 각종 지도 및 교육용지도의 판매와

발행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이다. 부요도는 1940년대 초까지 군대만화엽

서를 발행한 것으로 추정된다.6)

이외에 군대만화엽서의 발행이 명확하게 확인된 발행처는 현재까지 불확실하

다. 다만, 몇 가지의 정보를 통해 발행처를 추측할 수는 있다. 먼저 아라이의 군

대만화엽서를 발행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발행처로는 군부서원(軍武書院, 당시 도

6) 오노데라의 군대만화엽서 중 대동아전 육해황군 남방진격에는 일본군이 말레이반도를 공격하
여 점령한 장면이 그려져 있다. 특히 이 엽서에는 당시 말레이반도를 점령하기 위해 상륙한 일명

‘자전거부대’가 등장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오노데라의 군대만화엽서의 대부분을

발행한 부요도는 1940년대 초기까지 군대만화엽서를 발행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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쿄도 간다구 미사키초(神田三崎町)소재)을 들 수 있다. 현재까지 군부서원에 대

한 상세한 정보는 확인된 것이 없는 실정이지만, 1931년 3월에 아라이의 만화작

품교육만화 군대생활의 발행처로 확인되었을 뿐이다. 이 작품의 목차를 살펴보
면, 군대내의 생활, 예를 들면 기상(취침) 나팔, 기상, 세면, 청소, 식사, 잔반, 학

과 등에서부터 제대까지의 장면 장면을 각각 한 장의 만화로 표현하고 있으며,

총 85개 항목(85쪽)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작품 서문 에서 아라이는 자신의

군복무 중의 사진과 함께 ‘필자는 재영중(在営中)에 때마침 군대만화의 저작(著

作)을 시도하였다. (중략) 즐거운 군대생활의 실황을 일반에 보급하고 군민공통의

성과를 달성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즉 이 작품은 아라이가 군

복무 중에 군대생활 전반을 만화로 그린 ‘군민공통’의 군대교육용 만화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주목할 부분은 이 작품에 등장하는 만화의 장면 장면은 아라

이가 발행한 군대만화엽서의 원화(原畫)로 사용되었거나 소재를 제공한 작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 점은 다음에 제시하는 교육만화 군대생활의 한 장
면과 아라이의 군대만화엽서의 한 장을 비교해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자료

5, 엽서 5) 두 장면 모두 총을 제작하고 수리하는 ‘총공장’의 풍경을 담고 있다.

등장하는 인물의 수와 채색 등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총공장 내부의 작업환

경, 작업대의 배치, 작업자의 작업내용 등은 두 작품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점

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총구를 들여다보며 총의 상태를 이야

기하는 인물의 대화내용(‘コノ銃はヒドイガス(瓦斯)ダナ(ア)…’)이 두 작품에서 동일

하게 등장한다.

[자료 5] [엽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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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아라이의 교육만화 군대생활의 발행처와 군대만화엽서의 발행처가 동
일한 곳이었을 것이라는 근거는 부족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보를 고려해 볼

때, 아라이의 군대만화엽서의 일부는 군부서원에서 발행되었을 개연성은 충분하

다.

다음으로 군대만화엽서를 발행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발행처로는 군사보급회(軍

事普及会)가 있다. 군사보급회는 러일전쟁을 전후하여 각종 병용도서 및 교육용

도서를 출판한 곳이다. 1916년 무렵의 군사보급회의 사업 안내를 살펴보면, 육군

병용도서출판, 교육용도서출판, 군수품제작 판매, 금속제 각종 명판제작 판매, 활

판석판 및 각종 인쇄청부, 각 병용도서 중개판매, 교육용도화 및 족자, 징병주머

니 제작판매 등이 주요 사업내용으로 기술되어 있다.7) 실제로 군사보급회는 徴
兵問答(1907), 入営者及其家族の心得(1916), 満蒙事変大写真帖(1931), 軍
隊教育漫画　輝く無敵陸軍(1938) 등의 도서를 발행하였으며, 그 외에도 각종 軍
歌集, 聖勅集, 通俗教育勅諭講談, 下士上等兵勤務, 忠勇義烈　其の親其

の子 등을 발행하였다. 또 御尊影皇居ノ図, 君が代と皇居の図, 乃木大将の

書, 二宮尊徳翁肖像 등의 족자(혹은 그림)도 제작 판매하였다. 이와 같은 사
업을 전개한 군사보급회가 군대만화엽서의 발행처로 추정되는 근거에는 군사보급

회가 일찍부터 만화의 프로파간다성에 주목하고 있었다는 점과 1938년에 軍隊
教育漫画 輝く無敵陸軍를 발행한 곳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군사보급회는 1931
년 만주사변 직후에 만주사변의 상황과 진행 과정을 촬영한 사진첩 満蒙事変大
写真帖을 발행하였는데 이 사진첩의 첫 부분에는 モダン猿蟹合戦 이라는 ‘육군

성조사반’이 제작한 만화가 삽입되어 있다. 주된 내용은 만주사변의 발발과 전개

과정, 일본의 정당성과 중국(지나)의 불합리성을 일본의 전래동화 猿蟹合戦(원

숭이와 게의 싸움) 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그려내고 있다. 이 만화에는

일본이 러일전쟁 이후 만주지역에 대해 꾸준한 관심과 개발의 노력을 기울인 결

과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원숭이로 분장한 중국(지나)이 만주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며 게로 분장한 일본을 괴롭히고 곤란하게 하고 있다는 설정

이다. 그리고 그러한 중국(지나)에 대해서 일본은 전래동화 속에서 죽음을 맞이

한 게와 같은 처지가 되지 않기 위해 자기방어에 철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7) 군사보급회(1916) 入営者及其家族の心得 목록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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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6] [엽서 6]

[자료 7] [엽서 7]

[자료 7] [엽서 8]

있다. 주목할 부분은 만주

사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방법으로 만화라는 장르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당시에 만화는 이미

대중적인 인기를 바탕으로

많은 독자들에게 친숙한 장

르였다는 점에서 군사보급

회와 같은 출판사가 만화를

활용하였다는 점만으로 군

대만화엽서를 발행했다는 것

을 추정하기는 어렵다. 그

런데 더욱 주목할 부분은

1938년에 군사보급회가 발

행한 군대교육만화 軍隊教
育漫画 輝く無敵陸軍를 살펴보면, 1930년대 초에 발행된 군대만화엽서가 제재로
삼았던 군대생활의 장면장면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 대부분 아라이가 그린 군

대만화엽서의 장면과 유사한 만화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만화

속 등장인물의 구성과 대화 등도 흡사하다.(자료 6,7,8 엽서 6,7,8)

군사보급회가 발행한 軍隊教育漫画 輝く無敵陸軍에는 발행처만 명기되어 있
을 뿐 저자에 관한 정보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만화 속 인물의 이미지 또는

대화, 만화의 화풍과 필치 등을 고려해 볼 때 군사보급회의가 발행한 軍隊教育
漫画 輝く無敵陸軍는 아라이의 만화를 원화(原畫)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이러한 추정은 군사보급회가 아라이의 만화를 군대만화엽서로 발행했을 또 하

나의 발행처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제2장 군대만화엽서의 전쟁프로파간다

일본에서 만화의 독자층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다이쇼시대 이전과 이후에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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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화양상을 나타낸다. 다이쇼시대 이전의 만화의 주된 독자층이 주로 어른(성

인)이었다면 다이쇼시대 이후의 독자층에는 본격적으로 어린이(아동)독자들이 등

장하면서 그 수도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독자층의 변화에는

다양한 어린이잡지의 등장이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1914년에 창간된

少年倶楽部에는 어린이독자를 위한 다양한 읽을거리와 함께 만화도 다수 연재
되었다. 또한 1917년에는 주로 朝日新聞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만화가 오카모
토 잇페이(岡本一平)가 良友에 珍助絵物語 를 연재하여 많은 인기를 얻었으

며, 1918년에는 平気の平太郎 를 연재하기도 하였다. 또 잇페이의 제자 미야오

시게오(宮尾しげを)는 1923년 東京毎夕新聞에 団子串助漫遊記 를 연재하여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으며, 1925년 고단샤(講談社)에서 발행된 단행본은 당시의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였다. 그 후 일본의 어린이만화는 쇼와시대에 들어서면서

독자층이 더욱 증가하였다. 어린이 독자층의 증가는 쇼와초기에 소년소녀잡지의

붐이 일어나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잡지기사와 문학작품이 대량으로 등장하

였고, 그와 함께 어린이를 위한 만화 또한 편수와 지면의 양이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난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가운데 1930년대 초

에는 압도적인 인기를 얻게 되는 어린이만화가 속속 등장하기도 하였다.

먼저 가장 많은 인기를 얻은 작품은 1931년부터 1941년까지 少年倶楽部에
연재된 다가와 스이호(田河水泡)의 のらくろ 시리즈이다. のらくろ 는 들개 구로

키치(黒吉)가 맹견연대(猛犬聯隊)에 이등병으로 입대하여 많은 훈련과 시련을 거

치고 공적을 쌓으면서 대위까지 승진 후 제대하는 내용을 코믹하게 그려낸 작품

이다. 당시 のらくろ 는 폭발적인 인기를 바탕으로 연재 도중에 여러 번 애니메

이션으로 제작되기도 하였다.8) 한편 のらくろ 는 동시대의 군국주의를 선동하는

만화라는 비판적인 지적이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의 군국주의 시대

를 대표하는 어린이만화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러한 관점은 군국주의의 심화와

전시체제로의 전환이라는 동시대적 상황 속에서 군대와 전쟁(전투)을 배경으로

한 스토리의 전개가 어린이 독자들에게 전시기의 이데올로기와 자연스럽게 접촉

8) 전시기에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のらくろ 작품에는 1933년에 のらくろ二等兵, 1934에 のらく

ろ伍長, 1935년에 のらくろ二等兵, 같은 해 のらくろ一等兵, 1938년에 のらくろ虎退治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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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수용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는 인식의 작용이 관여한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のらくろ 의 스토리 전개가 작가의 의도여하를 막론하고 동시대의

일본의 국책방향과 관련지어 해석될 여지는 충분하며, 오히려 시대적인 흐름에

편승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인식이 고려된 관점이 될 것이다.

1930년대에 のらくろ 와 함께 어린이만화의 인기를 견인한 또 하나의 작품으

로 冒険ダン吉 를 들 수 있다. 冒険ダン吉 는 1933년부터 1939년까지 少年倶
楽部에 연재된 시마다 게이조(島田啓三)의 작품이다. 이 작품은 일본인 소년(ダ
ン吉)이 작은 보트를 타고 가던 중 어느 남쪽 섬에 표착하여 모험과 위기를 극복

하고, 원주민들에게 문명을 가르치고 교화시키면서 섬의 왕이 된다고 하는 독특

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주목할 부분은 冒険ダン吉 는 동시대의 남진

론(남방정책)과 일맥상통하는 이데올로기를 표방하고 있으며, 동시에 침략주의의

옹호, 인종차별의 조장을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아

닐 수 없다. 그리고 이점은 제국주의와 침략전쟁, 식민지지배라는 동시대의 이데

올로기를 대중적 접근성이 용이한 만화라는 장르를 활용하여 어린이들을 선동하

는 당시의 프로파간다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즉 のらくろ 와 冒険ダン吉 는 군국주의와 제국주의프로파간다의 전파와 확산

을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하였을 당시의 일본당국과 언론·출판, 그리고 문화예술

계에 강제성과 의도성의 관여보다 대중의 자발적 개입과 수용을 유도하는 일종의

전략을 제공했다는 측면에서도 논의의 여지는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동시대의

프로파간다의 수단으로서 만화라는 장르가 유용하게 활용되었으며 또 큰 역할을

하였다는 점은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앞서 소개한 만

화 モダン猿蟹合戦 또한 만화의 대중적 접근성을 의식한 전쟁프로파간다가 아

닐 수 없다. 만화를 활용한 전쟁프로파간다의 전파와 확산에 대한 의식은 다음의

인용에서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성전 하에 발휘된 황군불후의 위무(威武)를 영원히 자자손손 전하고, 동

시에 국방의 중대성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때에 즈음하여 위풍당

당하게 전 세계를 굴복시킨 무적황군에 대해 널리 일반국민들에게 친숙하

게 할 목적으로 정연한 군대의 조직, 행동, 장병의 일상생활 등을 세세하

고 빠짐없이 가장 대중성이 풍부한 만화를 활용하여 소개하는 輝く無敵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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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의 간행은 이번 성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도 또는 일반국민의 군사교육

에 기여하는 의미에서도 대단히 유의미한 기획이라고 믿는다. 요컨대 천진

난만 동심에 찬 병사, 화기애애한 가족형제와도 같은 군대생활을 진정 만

화의 좋은 재료로 삼았으며, 오직 만화를 활용하는 것만이 비로소 그 진면

목을 생동감 있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이점에 착안하여 군대생활을 만

화로 소개하는데 성공한 것은 그야말로 이 책이 효시라고 할 것이다.(군사

보급회 1938:서(序))

인용은 앞서 군대만화엽서의 발행처의 하나로 추정된 군사보급회가 발행한 軍
隊教育漫画 輝く無敵陸軍(1938)의 서문 의 일부이다. 서문 에 따르면 ‘성전’과

‘황군’의 위용, ‘국방의 중대성’, 군대의 활동과 생활, 국민에 대한 군사교육 등을

일반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만화를 활용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여

기에서 만화는 대중성과 생동감을 동시에 갖춘 장르로 인식되고 있으며, 전쟁프

로파간다로서의 유용성과 독창성도 인정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만화는 동시대의

전쟁프로파간다의 수단으로서 그 활용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접근이 용이한 장르

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제국주의이데올로기 및 전

쟁프로파간다의 전파와 확산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 당시의 사진그림엽서의 제작

에도 다분히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가정은 어렵지 않다.

군대만화엽서의 발행처에 대한 정보가 극히 미약한 상태에서 각 발행처의 만

화장르에 대한 입장이나 견해 혹은 활용성의 구체적인 확인은 곤란한 실정이다.

그러나 군대만화엽서의 발행목적은 발행처의 판매수익의 증대는 물론이지만, 앞

서 소개한 군사보급회의 軍隊教育漫画 輝く無敵陸軍의 발행목적(‘성전’과 ‘황군’
의 위용, ‘국방의 중대성’, 군대의 활동과 생활, 군사교육 등을 일반국민들에게 효

과적으로 전달)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전제해 두고자 한다. 그렇

다면 군대만화엽서의 면면을 상세하게 살펴봄으로써 그 발행목적과 엽서 속에 투

영된 전쟁프로파간다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검토해 보자.

1. 병영생활의 왜곡과 총후의 ‘소국민’의 양성

군대만화엽서 중에 가장 많이 발행되고 유포된 것은 병영생활과 군사교육(훈

련)의 장면 장면을 묘사한 세트엽서이다. 이들 엽서에는 주로 입대(입영)장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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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하여 영내의 생활, 군사교육 및 훈련, 위생, 군대행사, 제대(만기) 등의 장면

이 그려져 있다. 군대만화엽서의 발행목적의 하나가 군대의 활동과 생활에 대한

지식의 전달과 이해라고 한다면 입대에서부터 제대까지의 병영생활과 활동을 그

린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목적달성에 부합하는 제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병

영생활과 활동을 그린 엽서에는 당시의 전쟁프로파간다를 의식한 다양한 기호가

내재되어 있다. 다음의 엽서자료를 살펴보자. [엽서 9]와 [엽서 10]은 군인정신을

교육하고 함양하기 위해 영내에서 실시되는 ‘학과’수업의 장면이다. 군사교육에

있어서 병사들의 신체단련과 함께 정신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분명하다. 두

장의 엽서에는 모두 ‘학과(学科)’라는 부제와 함께 칠판에 ‘충절(忠節)’이라는 단

어가 씌어 있다. 그리고 강단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교육자는 두 사람 모두 1882

년에 메이지천황이 육해군 군인들에게 내린 군인칙유 , 특히 소위 군인오개조

(軍人五箇条) 의 첫 번째 항목 ‘군인은 충절을 다할 것을 본분으로 삼아야 한다

(軍人ハ忠節ヲ尽スヲ本分トスベシ)’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 장면은 표면적으

로는 군대내의 병사들에게 실시되는 정신교육의 한 장면으로 볼 수 있지만, 동시

에 일반 국민들에게도 천황(＝국가)에 대한 ‘충절’을 유도하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이 부분은 군인오개조(軍人五箇条) 의 충절에 대한 항목의 세부 설명(‘국

민은 누구나가 국가에 보답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およそ生を我国に受く

るもの、誰かは国に報ゆるの心なかるべき))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 엽서에는

군인교육의 장면을 묘출함과 동시에 일반 국민, 특히 어린이들에 대해 천황제이

데올로기의 전파를 도모하려는 프로파간다의 전략이 개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엽서 9] [엽서 10]

다음으로는 [엽서 11]과 [엽서 12]를 살펴보자. 군대만화엽서가 기본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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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내의 봉건성이나 비참함을 가급적이면 배제하고 엄격함 속에서도 즐거움과

유쾌함을 중심으로 한 병영생활을 형상화 하고자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엽서 11]에는 군대내의 일용품이나 기호품, 또는 간식 등을 취급하는

매점이라고 할 수 있는 ‘주보(酒保)’의 즐겁고 유쾌한 풍경을 잘 나타낸 엽서라고

할 수 있다. 또 [엽서 12]는 입영 후 처음으로 먹는 식사장면을 코믹하게 그려내

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이 두 엽서에는 군대내의 물자의 풍족함과 여유로움을

지극히 과장된 표현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점이다. [엽서 11]에서는 ‘찹쌀떡(大福)’

을 스물일곱 개나 먹었다고 하는 병사와 우동을 아홉 그릇이나 먹었다고 하는

병사의 대화가 등장한다. 또 [엽서 12]에서는 밥그릇 가득 담아진 밥과 생선, 과

일까지 갖추어진 식탁의 모습은 물자부족이나 곤궁함과는 거리가 먼 풍경이 아닐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만화표현의 과장성을 차용하여 병영생활의 즐거움과 여유

를 가장 손쉽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며, 그만큼 병영생활의 왜곡은 자연스럽고 지

당한 것으로 문제의 대상에서 배제되어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 또한 당시

의 병영생활에 대한 왜곡된 선전이라는 차원에서 전쟁프로파간다의 발현이 아닐

수 없다.

[엽서 11] [엽서 12]

이 외에도 [엽서 13], [엽서 14], [엽서 15]를 살펴보면, 군대는 ‘신체검사’, ‘예

방접종’, ‘치료’ 등을 통해 개인의 건강을 관리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지극히 긍정

적인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다. 또 [엽서 16]에서는 혹독한 군사훈련과 연습, 그리

고 참혹한 전투의 결과로 발생하는 부상에 대해서도 ‘위생대(혹은 적십자)’의 활

약이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는 안도감을 그려내고 있다. 즉 군대는 두려움

과 위험이 만연한 이미지가 아닌 건강과 안전, 안도와 보호의 이미지를 전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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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으로 이미지의 쇄신이 이루어진 것이다.

[엽서 13] [엽서 14]

[엽서 15] [엽서 16]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군대만화엽서의 병영생활은 그야말로 이미지 쇄신의

차원을 넘어 이미지의 왜곡과 조작을 조장하는 프로파간다의 일종이 아닐 수 없

다. 그리고 이렇게 왜곡되고 조작된 이미지는 군대만화엽서의 주요 구매자(혹은

독자층)라고 할 수 있는 총후의 국민, 특히 전시기에 ‘소국민’으로 불리어진 어린

이들의 병영생활에 대한 이미지 컨트롤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또 그 결과

는 군국주의와 전쟁프로파간다에 대해 긍정적이고 자발적인, 나아가 적극적인 총

후의 ‘소국민’의 양성과 동원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황군(皇軍)’의 이미지 구축과 전파

군대만화엽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한다면

‘황군(皇軍)’의 위용과 활약상, 그리고 뛰어난 전투력과 군사력 등을 다룬 장면일

것이다. 여기에서는 먼저 그 대표적인 예로 [엽서 17], [엽서 18], [엽서 19], [엽

서 20]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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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서 17] [엽서 18] [엽서 19]

먼저 [엽서 17]에는 ‘정의에 맞서는 적은 없다. 비적격멸(正義に歯向く敵なし　

匪賊撃滅)’이라는 부제가 달려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만주지역 일대에서 ‘비적

(匪賊)’을 소탕한 일본군의 활약상을 그린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엽서에는 승

리에 환호하는 일본군의 발밑 주변에 소탕당한 ‘비적’의 시체와 군마(軍馬)의 시

체가 목격된다. ‘비적’과 군마의 시체를 어떠한 의도에서 삽입시켰는지는 불확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엽서는 승자의 환호와 패자의 비참함이 밝고 선명한 채색의

활용으로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으며, 그로인해 환호하는 일본군의 용맹한 이미지

는 더욱 선명하게 부각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또한 부제에 제시된 ‘정의’라는 표

현은 일본군의 ‘비적’에 대한 공격이 정당함을 시사함과 동시에 일본군이 ‘정의’를

위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이미지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도 만들어내고

있다. [엽서 18]은 ‘결사대’라는 부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용맹한 일본군의 이미

지가 극대화 된 효과와 함께 강인한 정신력으로 무장된 일본군의 전투력을 과시

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엽서 19]는 중일전쟁 발발 이후 1937년 12월에 이루어진 난징(南京)입성식 장

면을 연상하게 하는 엽서이다. 엽서에는 ‘보무당당 황군입성(歩武堂  々皇軍入城)’

이라는 부제가 붙어있으며 부제만으로도 ‘황군’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을 만큼

강인한 이미지를 묘출하고 있다. 더욱이 등장인물들의 대화내용을 통해 ‘황군’에

대한 이미지는 더욱 보강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간단히 대화내용을 기술

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군대가 온다. 이제 안심이다. 만세 만세’, ‘지나(중국)군벌

아주 나빠, 일본군대 만세만세’, ‘항일지나(중국)군 나빠’, ‘일본군대 약탈하지 않

아, 안심 안심, 만세’. 무엇보다 이와 같은 대화가 ‘황군’의 입성을 좌우의 연도에

서 일장기를 흔들며 환호하는 중국인 옷차림의 인파에게서 발화된 것으로 그리고

있다는 것은 ‘황군’의 위상은 물론 전쟁의 정당성도 자연스럽게 보증하는 작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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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서 20]

하고 있다.

다음으로 [엽서 20]에서는 ‘황군’의 군사

력에 대한 우수성을 선전하고 동시에 전의

고양과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강조하는 효

과를 엿볼 수 있다. [엽서 20]은 당시로서는

최첨단의 무기로 손꼽을 만한 수륙양용전차

의 활약상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수륙양용전차는 쇼와초기부터 개발을 시도하여 몇몇 기종이 실험적으로 만들어졌

으나 엽서에 그려진 것과 같이 실전에 배치된 것은 1944년 6월 무렵의 일이다.9)

그리고 무엇보다 실전에 배치는 되었지만 엽서에 그려진 것처럼 강이나 하천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전투력을 과시한 수준의 전차는 아니었다. 즉 엽서에 그려진

수륙양용전차는 가공의 전차일 가능성이 높으며, 공병대의 지원이 없이도 강이나

하천을 건너 전투가 가능하다는 기대감이 만들어낸 전차라고 판단된다. 다시 말

해서 이 엽서는 ‘황군’의 군사력에 대한 우수성을 선전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지

만 한편에서는 그러한 선전의 허구성 또한 노정한 결과를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군대만화엽서는 ‘황군’의 이미지 구축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

고 있었다는 점을 반증한 셈이다.

[엽서 21] [엽서 22]

이와 같이 군대만화엽서는 ‘황군’에 대한 강인하고 정의로운 이미지의 구축을

위해 다양한 만화적 기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아울러 전쟁의 정당성을 선전하는

프로파간다의 기능도 함께 구사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군대만화엽서에는 다양한

9) 전차연구소 웹사이트 참조(http://combat1.sakura.ne.jp/index.html), 검색일:20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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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군’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동시에 전파하려는 시도가 포착된다. 예를 들면, [엽

서 21]에서는 부제(‘皇軍の仁慈’)에서 알 수 있듯이 인자한 이미지의 ‘황군’을, [엽

서 22]에서는 개척자로서의 ‘황군’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전파하기도 하였다.

3. 대동아공영권의 선전과 전쟁의 정당성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 군대만화엽서가 발산하는 전쟁프로파간다는 더욱 노골

적인 양상을 표출한다. 특히 이 시기의 군대만화엽서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이데올로기는 대동아공영권의 건설과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선전이라고 할 수 있

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동아공영권의 건설은 1940년 7월에 제2차 고노에 후미

마로(近衛文麿)내각이 출범하면서 ‘대동아신질서’의 건설이라는 기본방침과 함께

주창된 일본제국주의의 팽창노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대동아공영권의 주창은

실질적으로는 일본이 동아시아 각 지역의 맹주로서 동아시아권역 전체에 대한 식

민지지배 구상이었으며, 공존공영이라는 명분하에 제시된 전쟁프로파간다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 제시하는 군대만화엽서에는 이와 같은 대동아공영권의 건설을

둘러싼 전쟁프로파간다와 그 허상의 교차를 확인할 수 있다.

[엽서 23] [엽서 24]

[엽서 25] [엽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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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서 23], [엽서 24], [엽서 25], [엽서 26]은 등장하는 인물의 외관이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볼 때 1940년 전후의 동남아시아 일대를 침략(또는 점령)한 일

본군의 활동을 묘사한 엽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엽서 23]은 자전거를 타

고 이동하는 부대의 설정으로 보아 1941년 12월에 말레이반도 공략에 투입되었

던 긴린(銀輪)부대의 말레이반도 상륙 장면을 연상시키고 있다. 네 장의 엽서에

는 모두 야자나무가 등장하며, 각지의 원주민이 일본군을 환영하는 장면, 일본인

을 친숙하게 대하는 장면, 일본군에게 진료를 받기위해 모인 장면, 일본군의 교

량건설을 돕는 장면 등을 그리고 있다. 이 네 장의 엽서에 그려진 일본군과 원주

민과의 관계만으로도 대동아공영권의 선전과 허구성을 일정 부분 짐작할 수 있지

만 보다 명확한 해석을 위해 엽서에 등장하는 대화내용을 살펴보자. [엽서 23]에

는 ‘일본군대는 신의 군대다. 만세 만세’, ‘미국영국 놈, 지금까지 우리를 속였다’,

‘일본 만세 만세’, [엽서 24]에는 ‘서로 손잡고 대동아를 건설하자’, ‘우리도 사이

좋게 협력 하겠습니다’, ‘대동아의 맹주 일본 고마워요, 만세’, [엽서 25]에는 ‘난

폭하고 도리를 모르는 미국영국을 쳐부수고 밝은 대동아를 건설하자’, ‘친절한 일

본군의 진료소에서 진찰을 받자’, ‘일본군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해줄 신이다’, [엽

서 26]에는 ‘우리도 일본군에 협력해서 돕자’, ‘적이 파괴한 다리의 수리도 조금

남았다’, ‘이렇게 빨리 다리가 만들어져서 주민들도 아주 편리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여기에 제시된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원주민 측에서 자발적으로

일본군에게 협력하거나 감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동시에 일본이 주창하는

대동아공영권의 건설을 인정하고 협력하는 존재로 그려져 있다. 이러한 내용은

군대만화엽서의 실구매자였을 일본인, 특히 어린이 구매자들에게 대동아공영권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선전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원주민들의 미국영국에 대한

적대감은 고스란히 일본이 수행하는 전쟁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근거로 작용하였

다고 할 수 있다.

4. 만들어진 타자의 이미지

앞서 대동아공영권의 건설과 전쟁의 정당성을 둘러싼 군대만화엽서의 프로파

간다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일본군과 함께 각지의 원주민,

즉 타자들이 대거 등장하여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일본군의 전쟁수행을 지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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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협력하는 양상을 엽서의 제재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자면, 군대만

화엽서는 전쟁프로파간다의 전파와 확산을 위해 타자를 동원하여 그 효과를 극대

화하고자 하는 이미지 전략을 활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군대만화엽서의 타자

를 동원한 이미지 전략은 이미 군대만화엽서가 대량 발행되고 유포되었던 1930

년대 초기부터 자주 활용된 방법이다.

[엽서 27] [엽서 28]

[엽서 29] [엽서 30]

[엽서 27], [엽서 28], [엽서 29], [엽서 30]는 모두 만주국건국 이후의 ‘일만친

선(日満親善)’을 주제로 발행된 엽서이다. 각각의 엽서를 살펴보면, [엽서 27]은

‘만주건국제’를 제재로 행사장의 일면을 묘사하고 있다. 폭죽이 여기저기서 터지

는 가운데 만주의 전통의상을 입고 분장한 연예단원들이 악기연주와 춤을 통해

행사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들 연예단원들은 모두 죽마(竹馬)를 타고

춤을 추고 있다. 엽서에서는 ‘다카아시오도리(高脚踊)’로 소개되어 있는 이 춤은

중국지역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는 전통예능으로 죽마놀이를 즐기는 일본인들에게

도 친숙한 예능이다. 이 광경을 만주국의 남녀노소와 함께 일본군 병사들이 함께

관람하며 여흥을 즐기고 있다. 이 엽서에서 무엇보다 주목할 부분은 일본군 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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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물론 만주국의 사람들도 일본이 만든 괴뢰국가인 만주국의 건국을 좋아하고

즐기고 있다는 이미지의 전파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 타자인 만주국의 사람

들이 동원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양상은 [엽서 28]과 [엽서 29]에서도 확인된다. [엽서 29]에는 일본

군 병사들과 만주국 사람들의 우호적인 관계가 묘사되어 있다. 일본군 병사들은

만주국의 어린이를 안거나 어른과 악수를 통해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등장

하는 인물은 모두 밝은 얼굴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다. [엽서 29]에는 일본군 병

사들에 대한 만주국 어린이들의 친근감이 잘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광경은 마치

만주국의 건국과 함께 일본이 제시한 건국이념 오족협화(五族協和)를 만주국 사

람들도 앞장서서 실천하고 있다는 이미지의 전달이 아닐 수 없다.

마지막으로 [엽서 30]을 살펴보자. [엽서 30]에는 ‘일만친선(日満親善)’이라는

부제와 함께 일본군 병사와 만주국 병사가 서로 악수를 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

다. 그야말로 ‘일만친선’의 가시적 효과를 극대화 시켜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

다. ‘일만친선’은 일본이 만주지역에서 오족협화의 왕도낙토(王道樂土) 건설을 위

한 선행조건으로 제시한 슬로건인 만큼 그 선전 또한 다양한 방법과 전략으로

전개되었다. 그 중 이 엽서는 만주국 병사라는 타자를 동원함으로써 일본제국주

의의 프로파간다의 전파를 은밀하고 자연스럽게 가능하게 한 사례가 될 것이다.

결론

이 논문은 1930년대 이후에 대량으로 발행되어 유포된 군대만화엽서를 통해

전시기 일본의 제국주의이데올로기와 전쟁프로파간다의 전파와 확산을 둘러싼 다

양한 방법과 전략, 그 전개양상을 실증적으로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각문화(혹은 시각정보)는 시각이라는 생리학적 감각기관을 통해 전달된다.

그러나 시각문화는 단순히 생리학적 감각기관의 필터를 통해서만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그 과정에는 시각정보를 둘러싼 사회적 필터도 함께 작용한다는 점을 인

식할 필요가 있다. 미술비평가 할 포스터(Hal Foster, 2007:11)는 시각문화의 사

회성에 대해 논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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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사물을 볼 것인가, 어떻게 보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허용되고,

강제되는 것인가, 그러한 가운데 어떻게 하면 보는 행위 그 자체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인가.

할 포스터는 시각의 작용에 있어서 시각의 방법, 방향, 범위, 나아가 시각행위

그 자체에 대한 의식 등이 각각의 속성과 입장에 따라 유동적인 변화와 차이를

만들어 낸다고 한다. 할 포스터는 이러한 시각의 작용에 대한 관여를 ‘시각의 제

도(인용자 역, scopic regime)’라 설명한다. 다시 말해 보여지는 사물과 현상은

특정의 제도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조정된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

보고자하는 대상에 대한 초점, 강조, 확대, 축소, 은폐, 조작 등이 개입된다고 보

는 것이다. 할 포스터의 지적은 군대만화엽서라는 시각미디어를 통한 동시대의

이미지와 이데올로기, 그리고 그 내용의 전파와 확산을 고찰하고자 하는 이 논문

에 큰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군대만화엽서의 연구는 동시대

의 사회적 필터(‘시각의 제도(scopic regime)’)를 검토하는 과정의 연장의 성격이

강하다.

군대만화엽서는 대량으로 발행되고 유포된 것에 비하면 현재까지 관련 정보가

극히 미약한 시각미디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군대만화엽서는 시각미디어 중

에서도 가장 대중의 접근이 용이한 미디어이며 동시에 대중성이 풍부한 미디어

장치라는 점에서 그 연구 필요성은 충분하며 또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군대만화엽서는 동시대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이데올로기를 둘러싼 전쟁프로

파간다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면서 프로파간다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

였다. 그 과정에 다양한 이미지 전략을 구사하며 대중들의 시각적 필터에 개입하

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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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Publicity and barracks life of the army seen through military comic

postcards: Propagation and Proliferation of war propaganda

Hwang, Ik Koo

This paper examines the system, contents, image strategy, propagation and proliferation

of contemporary war propaganda through military comic postcards that were mass

produced and circulated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the legitimacy of militarism and

war after the 1930s. It is a review of the overall aspect.

Major authors of the military comic postcards were identified as Onodera Shuhu, Arai

Kazuhisa, Yabe Seisui, and Otatenko, and the Tokyo Buoyodo publishing company was

confirmed as a major publisher. In addition, Gunbushoin and Gunjihukyukai are currently

estimated to be publications.

The details of the war propaganda projected in the military comic postcard are

summarized as follows: distorting the barracks life, fostering the “shokokumin”, building

and propagating the image of the “Imperial Army”, The propaganda of the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 and legitimacy of the war. And it is confirmed that it is

using the ‘other’ of the neighboring countries of Asia to spread and propagate the war

propaganda effectively.

Key words：military comic postcards, propaganda, war,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 other

■ 日本語抄録

軍隊漫画絵葉書における軍隊の宣伝と兵営生活―戦争プロパガンダの伝播と拡散

黄益九

この論文は、1930年代以降軍国主義と戦争の正当性を宣伝し、広報するために大量に発行されて

流布されていた軍隊漫画絵葉書を通して同時代の戦争プロパガンダをめぐる制度、内容、イメージ戦

略、伝播と拡散の実態などに関する全体的な様相を考察している。

一般的に軍隊漫画絵葉書の正確な発行年代は定かではないが、主に1930年代の満州事変、日中

戦争、1940年代の南方作戦、太平洋戦争などを契機として発行されていたと推定できる。軍隊漫画

絵葉書の主要作家には小野寺秋風、荒井一壽、矢部静水、太田天橋などが確認できる。なお主な

発行先には東京武揚堂書店が挙げられる。そのほかに軍武書院と軍事普及会は現時点では発行先と

して推定するだけである。

軍隊漫画絵葉書に投影されている戦争プロパガンダの具体的な内容を整理してみると、兵営生活

の歪曲と銃後の少国民の養成、皇軍のイメージ構築と伝播、大東亜共栄圏と戦争の正当性の宣伝な

どが挙げられる。またこのような戦争プロパガンダの効率的な伝播と拡散のためにアジアの国々の他者

を動員している点が特徴として確認できた。

キーワード：軍隊漫画絵葉書、プロパガンダ、戦争、大東亜共栄圏、他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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