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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개요

연구 용역 경과 보고

연구 성과 보고



향후 과제 및 제안









○ 

한국사회에서 근대문학자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료의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

다 특히 자료 수집과 관리의 공식적 체계적 기관이 설립되어 있지 않고 전국적으로 산개한 자료의 

현황이 정리되어 있지 않아 자료의 현황 파악 유실 방지 및 보존을 위한 방안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

이다

근대문학 자료의 경우 지질 상태 및 인쇄상태 제본 상태 등에 따라 편차가 있어 산화 방지 처리 등 

과학적 관리가 요구된다 근대문학 자료의 전체적 발간 상황과 소장 현황을 공적인 국가기관이 주도

하여 조사함으로써 전체 자료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의 근대문학자

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후대를 위한 중요한 문화재적 교육적 자산으로 보존 관리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근대문학자료에 대한 국가적 관리를 위해 근대문학자료의 정확한 자료현황 소장처 확인 서지상황을 

조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 

국립중앙도서관의 년도 �국내 근대문학자료 소장 실태 조사�로 해방 이전까지의 시 희곡 소설

수필 평론 아동문학 번역․번안 단행본 조사 성과가 산출된 바 있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조사 범위

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단행본의 경우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출판연감�을 매년 발행한 것이 년부터이고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국립중앙도서관의 납본제도가 실시된 것이 년부터임을 

감안 년까지의 단행본에 대한 조사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이 시기는 해방 분단 전쟁이

라는 시대적 조건을 염두에 두고 각 시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학자료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년의 조사는 해방 이전까지 발행된 단행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과 

발전에 잡지 등 매체의 영향이 지대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 시기 발간된 문학잡지 역시 조사의 중

요한 대상이다 특히 문학잡지는 연속 간행물의 특성상 각 호별 잡지가 여러 소장처에 산재해 있고 전

체 간행물의 보존 소장 여부를 총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발간 권호 전체의 소장



현황에 대한 구체적 조사가 필요하다 부분적으로 소실 훼손되어 존재는 알려져 있으나 실재하지 않

은 자료들도 많은 만큼 년 이전의 문학잡지의 발간 및 소장현황에 대한 우선적 조사가 필요하다

작가의 유품 친필 원고 서신 일기 사진 자료 등 유품과 작가 소장 문학관련 저작물 등에 대해 문학

과 유족 등을 통해 조사 작업이 요구된다

개인 소장자의 경우 주요 소장자의 조사는 일부 이루어진 바 있으나 연구자 원로문인 등 소장가능성

이 있는 대상자를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소장 목록 및 소장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전통있는 근대 사학기관 역시 근대 문인들의 주요 활동공간이었으므로 주요 소장처로 포함시켜 조사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배재고등학교 휘문고등학교 보성고등학교 등 주요 문인들의 출신학교에 대한 

실사조사가 요구된다

○ 

해방기 한국전쟁기 간행 문학도서의 경우 당시 시대적 혼란으로 인해 출판물의 출간 현황 소장 실태

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체계적인 소장 실태조사가 시급하다 공공도서관과 각 대학도서

관 그리고 문학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종합적 데이터베이스화가 요구된다

문학잡지는 단행본 발간 자료와 함께 근대문학유산 자료의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기존 

성과를 반영하면서 현재 남아 있는 잡지 자료의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현대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 세대가 근대문학 자료에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근대문학 유산을 데이터베이스

화하고 자료 활용의 수월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해방 이후인 년부터 년까지 간행된 문학자료에 대한 현황과 소장처를 조사하여 이를 화

한다 문학 대표 장르인 시 소설 평론 희곡 수필 아동문학 번역물을 중심으로 목록을 정리하고 이 

자료들의 소장현황을 소장 총목록의 형태로 제시한다

소장처는 국․공립 도서관 대학 도서관 사립 문학관 개인소장자 주요 사립학교를 포함하며 특히 

개인 소장자의 범위를 장서가 원로문인 연구자로 분류하여 소장처 범위를 확대하였다

문학장르 도서명 저자명 발행자 발행연도 청구기호소장도서관의 경우 판본 등의 서지사항과 자료보

관 상태를 가능한 범위에서 충실히 기록하고 이를 통해 이후 보존과 관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근대문학의 토대 형성에 기여한 중요한 문학자료인 문학잡지를 년부터 년까지 조사하고 이

를 소장 총목록의 형태로 정리하여 제시한다

잡지명 발행자 창간연월일 종간연월일 통권수 선행․후행자료 여부 청구기호 소장 도서관의 경우

면수 등의 서지사항과 소장처의 소장상황과 자료 상태를 가능한 한 상세히 기록하여 이후 보존 관리

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연속간행물인 문학잡지의 특성을 감안하여 원본의 결호 상황을 소장처 중심으로 조사하고 이를 

기발행된 영인본과 비교하여 문학잡지의 전체 보존현황을 총괄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조사 대상으로 삼은 문학잡지의 총목차를 기사색인 형태로 정리하여 문학잡지의 성격과 주요 기사의 

수록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 열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본 제안은 다음과 같은 특징과 장점을 가지고 있다

○ 

근대문학 자료에 대한 기존 조사 연구를 활용하면서도 동시대의 발굴자료나 보완 자료를 충분히 조사

하여 문학자료 및 문학잡지에 대한 충실한 목록 구축을 목표로 한다

공공도서관과 중요 대학도서관 문학관 사설 기관 등에 대한 엄밀한 조사 작업을 통해 문학 단행본 

및 문학잡지 자료의 리스트를 구축한다

년까지의 문학 단행본 조사는 지금까지 한정된 시기에 한해 조사된 경우는 있으나 이 시

기 전체가 조사된 바 없으므로 국립중앙도서관 납본과 출판연감 발행 이전의 문학 자료 발행과 소장

에 대한 전체 내용을 확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년 문학잡지의 조사는 개별 잡지 자료나 영인본 형태를 통한 간접적 접근 이외에 전체적 

상황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특히 최근 발굴된 잡지의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체 발간 상황을 일괄해서 확인가능하며 기사색인까지 포함함으로써 해당 시기 문학잡

지의 성격을 총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 

국내 최고 권위의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연구조사에 대한 자문과 검증을 진행한다

개별적 연구 이외에 종합적으로 접근된 적 없는 국내 주요 사립학교의 자료 소장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특히 전통있는 사립학교의 경우 주요 근대문인들의 활동기반이기도 했던 만큼 가능성을 다

각도로 검토하여 조사 결과에 포함한다

개인 소장자에 대한 현황 파악을 다각적으로 진행한다 원로 시인․소설가를 중심으로 한 문인 그룹 

소장자 원로 국어국문학자를 중심으로 한 연구자 그룹 소장자 근대서지학회를 중심으로 한 개인 소

장자 지역 소장자 그룹으로 구분해 접근함으로써 이후 국내 현존 근대문학자료의 실태를 파악하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본 제안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간행한 �국내 근대문학자료 소장 실태 조사 보고서�와 연계해 년부

터 년까지 간행된 문학자료 총목록을 작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 문학자료를 파악할 수 있

는 기초 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년부터 년까지 문학잡지의 총목록을 작성하고 색인 작업을 통해 한국문학의 근간인 문학

잡지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다

○ 

도서관의 자료 소장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본 목록을 제공함으로써 자료 접근도를 높일 수 있다

보존 필요성이 높은 자료 및 망실 위험이 있는 자료를 파악하고 관리를 위한 체계적 접근이 이뤄질 

수 있는 기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문학연구자들과 학계와 공공도서관 등의 상호 협력으로 향후 유사 관련 분야의 고문헌 자료의 보존과 

평가에 대한 효율적인 선례로 기능할 수 있다

○ 

문학 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자료 접근도를 높이고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자료의 디지털

화에 기여할 수 있다 실물 자료에 기반한 체계적 디지털화는 향후 지식교육의 현장에서 다양하게 활

용될 수 있으며 한국문학에 기반한 문화콘텐츠 개발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근대문학유산의 가치를 재발견함으로써 정신문화로서의 언어와 문학에 대한 기본 인식을 재고할 수 

있다 근대문학유산의 디지털화의 기본 토대가 되어 미래 세대의 접근도를 높일 수 있다

기본에 충실한 문화적 자산에 대한 가치 재확인을 통해 한국인의 문화적 자존감을 함양할 수 있다









○ 

단계는 연구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연구의 현실성을 검토하고 기술평가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 방향 및 연구 범위를 설정했다 이를 토대로 착수보고서를 작성하고 착수보고회

를 가졌다 조사 대상으로 년 사이에 발간된 문학 관련 단행본과 년에 

발간된 문학잡지로 대상을 확정하고 조사 대상과 관련된 선행 연구 목록 자료를 수집했다

국․공립도서관 대학도서관 문학관 및 박물관 개인 소장자 및 사립학교를 주요 대상 기관으로 차 확

정했다 이 과정에서 차후 연구와 관련될 수 있는 자료들 역시 가급적 조사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 

서울대학교 내 한국어문학연구소에 연구 공간을 마련하여 연구 환경을 정비하였다 기자재를 완비하고

기초자료를 비치하는 등 조사 사업을 위한 기본 요건들을 점검하였으며 공동 연구원 및 보조 연구원들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향후 조사 계획을 수립하였다 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연구 진행을 위해 자문 

위원단을 구성하고 자문회의 일정 전체 연구원 회의 일정 등을 계획하여 체계적인 사업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

○ 

향후 연구 수행에 있어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 권위자들로 구성된 상임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월례 상임 자문회의 개최를 통해 전체 연구방향에 대해 자문을 구하기로 결정했다 그 외에도 비

상임 자문 회의를 상시적으로 개최해 효과적인 연구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구상했다 전문가 그

룹과 전체 연구원간의 긴밀성을 토대로 구체적인 연구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월간 회의 일정을 

계획하고 전체적인 연구방향을 설정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자문위원과 연구팀의 연락망을 구축함으로써 

연구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원활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로 했다



염무웅 전 영남대학교 교수 근대문학 연구 문학계 원로 연구 전반에 대한 자문과 평가

김영민 연세대학교 교수 근대문학 연구 근대문학자료 아카이브 구축 전문가

김재용 원광대학교 교수 근대문학 연구 근대문학자료 소장 및 평가 전문가

유성호 한양대학교 교수 근대문학 연구 문학 관련 학회 및 네트워크 전문가

권성우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근대문학 연구 문학 관련 학회 및 네트워크 전문가



○ 

자료 조사는 기 출간된 선행 연구서 논문 연구 보고서 연표 등에 기재된 년 문학 단행본과 

년 문학잡지를 바탕으로 기초 목록을 작성하고 추가조사를 통해 확보되는 목록을 추가하면서 

전체 목록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년 문학 단행본의 경우 종을 기재한 차 목록을 확정하여 조사에 착수했다

년 문학잡지의 경우 식민지 시대 발간된 잡지 목록 종을 조사하고 차 목록으로 종

을 확정하여 조사에 착수했다 상임 자문위원과의 회의를 통해 종이 추가된 종의 문학잡지를 차 조

사 대상으로 확정짓고 조사 작업을 수행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 측 학예사와 회의 를 통해 조사자료 목록 샘플을 확정하고 조사 항목으로 출판

연도 발행소 통권 번호 등을 설정하기로 협의했다

웹 검색이 가능한 국․공립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한국 문학관 협회 홈페이지

의 전국 개 문학관 소장 자료 를 참조하고 각 사립 고등학교 사서들과 원로문인들에게 협조요청을 

보내 추가 목록을 확보하여 조사자료 목록을 추가해 나갔다

○ 

개인 소장자에 대한 접촉 및 소장 현황 파악과 관련된 조사 업무는 년에 이어 연구팀의 중요 업무

로 파악되었다 년도에 접촉한 개인소장자와의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한편 개인소장자의 외연을 확장

시킬 필요가 있었다 개인 소장자의 경우 조사 대상의 특성상 회로 완결될 수 없는 관계로 이후 지속적인 

접촉 및 조사 방법의 타진이 필요했다 목록조사가 가능한 조사자들을 중심으로 문헌조사 전화 및 면담

방문 실시 작업을 실시했으며 다음과 같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개인 소장자에 대한 조사는 단계 단

계의 기간에 걸쳐 계속 진행되었으며 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서가

서상진 장서가 자료 목록 제공 국내 최고 잡지 소장자

윤길수 장서가 기 출간자료 활용

여승구 화봉문고 대표 기 조사자료 활용

배우식 시인 장서가 기 조사자료 활용

오영식 장서가 기 출간자료 활용 조사 내용 자문

엄동섭 장서가 자료 목록 제공 조사 내용 자문

허소라 신석정문학관 관장 향후 조사 필요

아단문고 개인문학관 기 출간 목록 활용
주요 소장 잡지자료 기사색인 

작성

유족

조옥선 하동호 유족 자료 정리 미비로 확인 불가 향후 조사 필요

박동규 박목월 유족 년 조사자료 활용 추가자료 없음

이숭원 이태극 유족 년 조사자료 활용
이태극 문학관과 연계 

추가조사 필요

신동한 유족 대학도서관으로 분산 이관

가람 이병기 

유족
년 조사자료 활용 지속적 접촉 필요

연구자

이주형 경북대 명예교수 자료 목록 제공 소설 단행본 다수 소장

박태일 경남대 교수 자료 목록 제공 지역문학자료 다수 소장

이명재 중앙대 명예교수 자료 목록 제공

임헌영 문학평론가 자료 목록 제공

김용직 서울대 명예교수 목록 확인 불가

오세영 서울대 명예교수 목록 확인 불가

권영민 단국대 석좌교수 목록 확인 불가

함태영
인천 

한국근대문학관
자료 목록 제공

문인

고은 시인 목록 확인 불가

최일남 소설가 목록 확인 불가 단일창구를 통한 조사 필요

염무웅 문학평론가 소장자료 없음

박태순 소설가 목록 확인 불가 추가조사 필요

이시영 시인 소장자료 없음

신경림 시인 소장자료 없음

남정현 소설가
정리확인 불가

신동한 유족 추천
추가조사 필요

이도윤 시인 목록 제공



○ 

년에 새롭게 조사 대상으로 설정된 사립고등학교는 연구 대상의 외연을 확장시켰다 유명 문인들

을 배출한 휘문고등학교 배재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 보성고등학교 등 개 고등학교에 협조공문과 전

화문의를 통해 소장 목록을 받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소장 현황을 파악했다 조사는 단계와 단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상세 조사 내역은 다음과 같다

소장 목록 

확보
경기고 중앙고 이화여고 계성고

전화 방문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자료 목록 확보 연구결과에 반영
실사확인 필요

타기관 자료 

이관
보성고 중앙고 배재고 연관 기관에 귀중 자료 이관

이관기관 추가조사 

필요

목록 파악 

불가
휘문고 보성고 배재고 진명여고 동덕여고

자료 소장 가능성 있으나 목록파악 

불가
추가조사 필요

소장자료 없음

광주제일고 양정고 숙명여고 숭실고 오산

고 숭의여고 전주고 경신고 호수돈여고 인

천고 진주여고 배화여고 대륜고 순천고 송

도고 봉래고

근대문학자료 소장사항 없음 추가조사 불필요



※ 

자문위원 선정 및 운영 계획 구축

상임 자문위원 선정 및 차 회의 개최

염무웅 등 명

자료 조사 방향 및 연구방법 논의

차 상임자문회의 개최

심포지엄 관련 논의

자료조사 관련 자문

비상임 자문위원 회의 개최

관련 분야 전문가

국내 근대문학 단행본 해방 이후 자료 

조사 및 목록 작업
단행본 목록 차 입력 완료

자료 목록 보완 및 아카이브 

구축

국내 근대문학 단행본 해방 이후 및 

문학잡지 해방 이전 소장 실태 조사 보

고서 입력 모델 논의

국립중앙도서관 조사 보고서 총목록 입력 모델 

수립 회의 개최

비도서 자료 입력 모델 추

후 확정

조사 보고서 총목록 입력 

모델 수립

국내 근대 문학잡지 해방 이전 자료 

조사 및 목록 작업
문학잡지 목록 차 입력 완료

자료 목록 보완 및 아카이브 

구축

주요 사립학교 및 문학관 자료 조사 및 

목록 작업

서울 경인 등 지역별 문학관에 협조 요청

사립학교 및 문학관 차 조사 대상 확정
자료 목록 보완 및 실사 조사

개인 소장자 및 지역 문학 연구자 섭외 경북 충청 등 지역별 연구자 섭외 및 면담 요청 자료 목록 보완 및 실사 조사

비상임 자문위원 회의 개최

관련 분야 전문가

아단문고 학예실장 박천홍 및 연구원

자료 조사 방향 및 아단문고 자료 활용 방안 

논의

자료 현황 파악 및 실사 조사

국내 근대문학 단행본 해방 이후 자료 

조사 및 목록 작업

단행본 기초 목록 및 총목록 입력 

차 완료

자료 목록 보완 및 아카이브 

구축

국내 근대 문학잡지 해방 이전 자료 

조사 및 목록 작업

문학잡지 기초 목록 및 주요 문예

지 목록 기사색인 입력 차 완료

자료 목록 보완 및 아카이브 

구축

주요 사립학교 및 문학관 자료 조사 및 

목록 작업

지역별 주요 사립학교 및 문학관과 협의 및 목록 

작업 진행 
자료 목록 보완 및 실사 조사

개인 소장자 및 지역 문학 연구자 섭외 개별 소장자와의 협의 및 목록 작업 진행 자료 목록 보완 및 실사 조사



○ 

단계까지의 조사 진행 내용을 점검하고 향후 조사 방향을 조정하기 위한 중간 보고회 을 개

최하였다 전국 각 기관의 소장현황을 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할 것 기 조사 성과물과의 차별성을 확보할 

것 문학잡지 목록의 타당성 여부와 기사색인의 충실한 작성 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중간 보고회

의 요청사항을 반영하고 차 연구조사 내용을 의미화하기 위한 차 연구조사 방향에 대한 점검이 있었다

년까지의 단행본 조사는 예상보다 훨씬 방대한 양 때문에 신출자료가 계속 발생하고 이로 

인해 기초 목록을 수정하는 작업이 반복되었다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을 대상으

로 한 작업과 문학관 개인소장자 사립고교에 대한 조사를 별도로 진행하는 방식을 택하고 자료조사를 진

행했다 조사 진행에 따라 연구팀이 수입한 개인소장자 사립학교 소장 자료 목록과 차 목록을 대조하여 

종의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 측이 제공한 년 단행본 자료 목록과 차 목록을 대조하여 

종을 추가 확보하여 이를 바탕으로 종의 단행본 자료 목록을 작성할 수 있었다 이후 중복 기재된 

자료 및 한국 근대문학자료로 간주하기에 부적합한 자료를 연구팀 협의를 통해 선별․제거하여 최종적으

로 종을 기재한 년 한국 근대문학 단행본 자료 목록을 작성하였다

년 발간 문학잡지 조사는 원본의 확인과 결호여부 영인본과의 대조를 통해 영인본 발간 상

황을 확인하고 이를 가시화할 수 있는 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전체적으로 자료의 양이 방대하여 향후 업무 수행을 위한 연구 인력 보강 및 향후 일정 조정이 다시 논의

되었다 특히 문학잡지 기사색인의 경우 원본 구득이 어려운 자료도 많고 전체 기사의 양도 많아서 작업의 

진척속도가 늦어졌다 인력과 역할 분담을 조정하고 전체 목록 작성과 총목록 정리에 집중하기 위한 계획

을 진행했다

○ 

전체 내용이 방대하여 모든 기관을 현장 실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일반적인 접근이 용이

하지 않은 기관 소장 종수가 많은 기관의 자료들을 우선적으로 실사대상 자료로 삼고 대상 기관을 선정하

였다 잡지 분야에서 많은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아단문고 독립기념관 기독교 역사박물관 한국 

잡지박물관 등이 우선 조사 기관으로 선정했다 목록집이 나와 있으나 실물에 대한 접근이 매우 까다로운 



아단문고 외부 검색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독립기념관 에 방문하여 소장 자료들의 목록과 소장 

상태를 확인하고 목차 등의 세부 내용을 정리하였다

그 외 현장 조사가 필요한 요산문학관 제주 문학의 집 남훈 문학관 심훈 문학 기념관 김동

명 문학관 수원박물관 오장환 문학관 산사 현대시 백년관 대전문학관 등의 기관을 방문하여 

자료에 대한 자문과 조사를 진행했다 단계 웹제공 정보 조사 단계 전화 우편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한 

구체적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문학관 및 박물관에 대한 조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소장 목록 확보

개 기관

시문학파기념관 김달진문학관 난고김삿갓문학관 노작

홍사용문학관 대구문학관 대전문학관 배재학당역사박

물관 산사현대시 년관 오장환문학관 영인문학관 이

원수 문학관 이육사문학관 이효석문학관 전라북도문학

관 지훈문학관 한국근대문학관 한국현대문학관 이주홍

문학관 박인환문학관 조병화문학관 오영수문학관 독립

기념관

웹제공 자료 목록 확인 직접 접촉을 

통한 목록 확보 기관 발간 간행물 등

의 자료를 통해 소장 목록 확인

목록화 미비 및 기관 

미협조로 조사 불가

개 기관

요산문학관 김유정문학촌 백담사만해마을 황순원문학

촌 만해기념관 경남문학관 목포문학관 한무숙문학관

동리목월문학관 흑구문학관 목포문학관 조태일시문학

기념관 고하문학관 충남문학관 심훈문학관 남훈문학관

김동명문학관 문덕수문학관 기독교 역사박물관 한국잡

지박물관

홈페이지 제공 정보 전화 접촉 등을 

통해 목록화 여부 조사

소장자료 없음

개 기관

토지문학관 문학의집 서울 세계여성문학관 추리문학관

박경리문학공원 월하이태극문학관 이외수문학관 이해

인시문학과 김형석 안병욱 철학의 집 미평문학관 송강문

학관 육필문학관 진아문학박물관 남해유배문학관 박경

리기념관 박재삼문학관 이병주문학관 지리산문학관 평

사리문학관 객주문학관 백수문학관 지촌문학관 권정생

어린이문학관 김영진문학관 백수문학관 고산윤선도문

학관 백호문학관 순천문학관 천관문학관 태백산맥문학

관 한국가사문학관 아리랑문학관 최명희문학관 혼불문

학관 공주풀꽃문학관 만해문학체험관 신동엽문학관 보

령이문구문학관 세기문학관 한국도서박물관제주문

학의집

문학관의 성격 체험 행사 위주의 

문학관 대상문인의 활동 시기 등

을 고려하여 소장자료 없음을 확인

추가 조사 필요

개 기관

강화문학관 조경희수필문학관 조명희문학관 한국시집

박물관 청류재수목문학관 시조문학관 땅끝순례문학관

충주문학관 김수영문학관 박두진문학관

최근 개관하였거나 개관예정인 문

학관으로 자료 소장이 예상되므로 

추가 조사 필요



○ 

단계에서 접촉한 엄동섭 오영식 임헌영 이명재 이주형 함태영 서상진과 계속 접촉하여 자료에 대

한 자문을 얻고 소장 자료에 대한 확인작업을 계속 진행하였다 이명재 이주형의 소장 목록을 확보하였고 

이밖에 엄동섭 오영식 임헌영 함태영 서상진의 소장 자료에 대한 협조를 약속받았다 특히 국내 최대 잡

지 소장자로 알려진 수집가 서상진과의 지속적 접촉을 통해 잡지자료의 현황과 주요 소장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성과이다

○ 

연구조사팀의 연구 성과를 공개하고 이를 전문가 집단과 공유하여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전문가 심포지

엄을 개최 했다 국내 최대 잡지 소장자로 알려진 서상진을 초청하여 중요 잡지 자료에 대한 강

연을 들었으며 연구조사팀의 조사 결과에 대한 중간 보고가 있었다 근대문학 자료의 공공적 활용의 사례

와 방향 근대문학자료 목록화에 대한 비판적 점검 근대문학 자료와 출판 인쇄의 상관관계 그리고 한국 

근대초기 문예지에 관한 심층적인 논의 등을 중심으로 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연구성과에 대한 자문과 

조언 앞으로의 연구 방향 자료 확보의 방법 등에 대한 중요한 협조를 얻을 수 있었다

○ 

근대문학자료 보존 심포지엄

�한겨레�

서울대 국립중앙도서관 근대문학자료 심포지엄

�베리타스알파�

서울대 근대문학자료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전문가 심포지엄 개최

�민중의 소리�

서울대 근대문학자료 보존 심포지엄 개최

�뉴시스�

근대 문학 자료 체계적 보존과 활용을 위한 심포지엄

�뉴스 �



기조강연 그때 헌책방 낙수에 젖은 책 꾸러미…… 서상진 개인소장자 근대서지학회

연구보고 근대문학자료 소장실태 조사보고
발표 서영인 국민대

토론 안용희 서울대

휴식

발표 
근대문학 자료의 공공적 활용－한국근대문학

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 함태영 인천 한국근대문학관

토론 박천홍 아단문고

발표 근대문학자료의 목록화 현황과 문제점 비판
발표 김한성 세종대

토론 김진규 서울대

발표 초창기 출판문화 기획과 근대문학 자료의 물질
발표 박진영 연세대

토론 유석환 서울대

발표 ․ 전후 문예지의 사정과 근대문학
발표 이경돈 방송통신대

토론 권두연 연세대

종합 토론



※ 

중간보고회 개최

화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대회의실

근대 문학 단행본 및 문학잡지 소장 실태 조사 

업무 중간 보고

아카이브 구축 관련 수정 및 

보완

차 상임 자문회의 개최

금

심포지엄 일시 주제 발표 및 토론자 섭외 등 

관련 내용 논의

심포지엄 세부 일정 및 홍보

국내 근대문학 단행본 해방 이후 자료 

조사 및 목록 작업

단행본 목록 수정 보완 종

소장처 통합본 추가

자료 목록 보완 및 아카이브 

구축

국내 근대 문학잡지 해방 이전 자료 

조사 및 목록 작업

문학잡지 목록 수정 보완 목록 

종영인본 목록 및 소장처 기관별 종수 추가

기사색인 입력 진행 창조 백조 폐허 등 종 

추가

자료 목록 보완 및 아카이브 

구축

주요 사립학교 및 문학관 자료 조사 및 

목록 작업

주요 사립학교 목록 추가 대구 계성고

문학관별 단행본 문학잡지 소장 현황 파악

실사 조사 진행 

자료 목록 보완 및 실사 조사

개인 소장자 및 지역 문학 연구자 섭외 개별 소장자와의 협의 및 목록 작업 진행 자료 목록 보완 및 실사 조사

심포지엄 개최
화 서울대학교 규장각－근대 문학 

자료 보존 현황과 공공적 활용 방안

향후 조사 목록 및 결과물의 

공적 활용 가능성 논의

국내 근대문학 단행본 해방 이후 자료 

조사 및 목록 작업

단행본 목록 수정 보완

종 기재 소장처 건 확인

자료 목록 보완 및 아카이브 

구축

국내 근대 문학잡지 해방 이전 자료 

조사 및 목록 작업

문학잡지 목록 수정 보완 영인

본 결호 사항 및 소장처 건 확인

기사색인 입력 진행 �서우� 등 종 추가

자료 목록 보완 및 아카이브 

구축

주요 사립학교 및 문학관 자료 조사 및 

목록 작업

주요 사립학교와의 협의 및 목록 작업 진행휘

문고 등 개 학교

문학관별 현황 파악 실사 조사 영인문학관 등 

추가

자료 목록 보완 및 실사 조사

개인 소장자 및 지역 문학 연구자 섭외
개별 소장자와의 협의 및 목록 작업 진행아단

문고 이주형 서상진 등
자료 목록 보완 및 실사 조사



단계는 도출된 연구 성과를 총정리하고 향후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단계별 목표로 정했다 진행된 

연구 성과를 점검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구체적으로 단행본 문학잡지 총목록 정리 작업 완성도 높

은 기사색인 작성 등에 주력했다 전체 성과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향후 사업을 위한 제안 및 과제를 

정리하였다

※ 

최종 보고회 개최

목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층

책임연구원 및 국립중앙도서관 관계자 등 여 명

최종 보고서 내용에 대한 

수정 사항 반영

차 상임 자문회의 개최

월

자문위원 및 연구진 등 명

향후 조사 사업 제안

최종 보고서 제출

수

인쇄본 및 파일

조사자료 목록 엑셀파일포함

잡지기사색인 목록 엑셀파일포함 제출

교열 검토







해방이 되던 년 월에 한청빌딩은 종로 네거리에 있었다 일제 강점기 친일 문인조직인 조선문인

보국회가 자리잡고 있던 곳이 한청빌딩이었다 해방이 되자 친일단체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었다 서울의 

한가운데 자리잡은 조선문인보국회 사무실을 접수한 단체는 해방과 더불어 가장 먼저 설립된 조선문학건

설본부였다 월 일 출범한 조선문학건설본부가 조선문인보국회 사무실에 입주한 것은 해방기 문학의 

풍경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젊은 새로운 세대의 문인들이 아니라 일제강점기부터 활동하던 문인

들이 새로운 단체를 조직해 친일문인단체의 공간을 접수했다 이는 문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거의 모

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해방은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알리거나 혁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해방과 더불어 부각된 한국사

회의 중요 쟁점은 ① 민족국가 건설 ② 일제 식민 잔재의 청산 ③ 토지개혁 ④ 민족문화 건설 등이었다 그

렇지만 이러한 현안 문제를 해결할 주체들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체제와 연루되어 있었기에 난맥상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해방기는 어떤 형태의 민족

국가를 건설할 것인가가 핵심적인 쟁점이었

다 민족국가 건설을 위해 친일 세력 및 특권

적 계층을 배제하는 문제도 크게 논란거리

가 되었다 해방이 갖는 상징성에도 불구하

고 해방공간의 구체적 현실은 여전히 친일

의 그늘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조선문인보국회를 대체한 조선문학건설

본부도 일제 강점기부터 활동해왔던 좌익진

영의 문인들이었다 그 주체는 이태준 이원

조 임화 김남천이었다 조선문학건설본부

는 곧 이어 결성된 또 다른 좌익진영 문인단 � �



체인 조선프롤레타리아문학동맹와 긴

장관계를 형성했다 이 단체를 주도한 

이들은 이기영 한설야 한효 윤기정

송영이었다 조선문학건설본부와 조

선프롤레타리아문학동맹은 년 월

일에 조선문학가동맹으로 통합되었

고 이후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의 하위 

조직으로 편제되었다

중앙문화협회는 좌익진영의 문인단

체와는 성격이 다른 단체였다 년 

월 일에 박종화 변영로 김광섭 이

헌구 오상순 김영랑 이하윤 등이 중심

이 되어 결성했지만 그 활동은 미진했

다 이후 전조선문필가협회가 결성되

면서 좌익 진영에 대응하는 우익 문인들

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전조선문필가협

회는 민주주의 국가 건설 완전 자주 독

립 세계평화와 인류평화의 이념을 구현

하는 조선문화의 발전을 표방했다 해방

공간에서 활동력 있는 우익문인 단체는

전조선문필가협회 결성 이후 조직된 조

선청년문학가협회였다 년 월 일

결성된 조선청년문학가협회는 김동리

가 회장을 맡았고 유치환 박두진 조지훈 서정주 박목월 조연현이 참여했다 조선청년문학가협회는 신

진 문인으로 구성되었기에 우익 문단의 핵심세력으로 부상했다

해방기 문화예술단체는 우익 진영의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와 좌익 진영의 조선문화단체총연맹으로 대

립해 서로 갈등하며 각자의 정체성을 강화했다 두 단체는 전국대회 형식의 결성식을 치르면서 서로의 대

립각을 분명히 했다 이렇다보니 문화예술 활동에서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강화되는 양상을 띠었다 문화

예술인의 활동이 정치현실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음으로써 어떤 민족국가를 만들 것인가를 놓고 대립했

다 이 두 단체의 힘의 역학관계에 영향을 미친 결정적 사건은 년 월 일 대한민국 단독정부 수립이

었다 이를 계기로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가 남한의 공식적인 문화예술단체로서 지배력을 지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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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를 주도했던 전국문필가협회와 청년문학가협회도 해소의 형식을 거쳐 새로운 

단일문학단체인 한국문학가협회로 재결집했다 년 월 일 결성된 한국문학가협회는 박종화를 

위원장으로 선임했으며 강령에 모든 비민족적 반국가적 공식주의를 배제 한다고 밝힘으로써 남한 내에

서의 문화예술 단체의 핵심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

해방기 출판계는 일제강점기부터 존재했던 기존 출판사들과 해방 후 출범한 출판사들이 경합을 벌였다

일제말기에 조선어에 대한 탄압으로 출판 활동에 제약을 받았던 기존 출판사들이 활동을 재개했다 그 대

표적인 출판사가 정음사 영창서관 한성도서주식회사 박문서관 삼중당 덕흥서림 등이었다 이들 출판사

는 문학영역에서도 강세를 보였다 일제 강점기에 간행했던 도서들을 다시 발간하고 새로운 형태의 책을 

출판했다 이와 달리 고려문화사 을유문화사 백양당 아문각 백민출판사 등은 해방과 함께 새롭게 출현

한 출판사들이었다 해방기 출판사들

의 출판활동은 미군정에 의해 제도적

으로 보장받았지만 실제 현실은 필자

난 인쇄난 용지난 등으로 원활하지 못

했다 일제 강점기에 활동했던 작가들

과 지식인들이 다시 집필활동에 나서 

출판을 주도했다 문학출판도 이미 출간

된 조선말 도서들을 다시 발간하여 숨

통을 텄다 일제 말기 조선어 사용이 제

한되면서 해방과 더불어 한글 조판이 

가능한 곳이 몇 군데 없어서 인쇄난이 

발생했다 해방되던 시기에는 매일신보

사 한성도서 인쇄부 협진인쇄 서울인

쇄사 고려문화사 등이 한글 활자로 인

쇄가 가능한 곳이었다 가장 심각한 것

은 용지난이었다 출판인쇄 종사자들이 

미군정에 용지 문제 해결을 호소할 정

도로 제지 공급 문제가 심각했다 이 와

중에서도 해방기 출판을 주도한 것은 

문학이었다

해방기 시 문학의 출판은 빠른 현실 

대응력을 보여주었다 년 해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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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자마자 함흥문화건설동맹이 �해방시집� 함흥문화건설동맹 을 간행했다 조선문학가동맹에서 �삼일

기념시집� 건설출판사 을 발간했고 박세영 등이 공동으로 해방기념시집으로 �횃불� 우리문학사

을 간행했다 조선청년문학가협회 경남본부에서도 해방 주년기념시집으로 �날개� 조선청년문학가협회 경남

본부 을 간행했다 현실에 대응하는 시집은 문학단체가 주도가 되어 엔솔로지 형태로 간행되었다 시

장르는 ․ 운동 기념과 해방 주년기념과 같이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동일한 문학적 주제로 작품을 묶

기에 용이했다 해방된 현실에 대한 성찰적 인식과 해방기 시대 상황을 반영한 시집도 간행되었는데 대표

적으로 오장환의 �병든 서울� 정음사 을 거론할 수 있다

이미 일제 강점기에 간행되었던 시

집이 다시 발간된 것도 이 시기 주요

한 현상이었다 갑작스럽게 맞이한 해

방으로 인해 바뀐 현실에 부합하는 문

학 창작이 쉽지 않았고 조선어 사용

을 제한한 일제 강점기 상황의 여파이

기도 했다 정지용의 �백록담� 백양사

이나 임화의 �현해탄� 건설출판사

김억이 편집한 김소월의 �소월

시초� 박문출판사 등은 일제강점

기에 이미 간행되었던 것이 해방을 맞

아 새롭게 출간된 것들이다 일제 강점

기 주목받았던 시집 재출판은 문학사적 재평가라는 측면과 더불어 한글 문학의 복원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지닌다 또한 출판사들이 일제강점기에 출간되었던 책들을 다시 출간함으로써 문예물에 대한 독자들의 수

요에 빠르게 대응하고자 했던 측면도 있다

이육사의 유고시집인 �육사시집� 서울출판사 과 윤동주의 유고시집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정

음사 는 한국문학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두 시인은 일제강점기에 시대와 대결하는 시적 양상

의 두 표상이기도 하다 더불어 해방기 발간 시집 중 문학사적 의미가 큰 시집으로 박목월․조지훈․박두

진의 �청록집� 을유문화사 을 빼놓을 수 없다 전통서정과 연결되면서도 자연의 발견을 통한 시적 언

어의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청록집�의 의미는 남다르다 이 외에도 주목할 만한 시적 성취로 신응식의 �석

초시집� 을유문화사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 신문화연구소 와 �기상도� 산호장 정지용의 

�지용시선� 을유문화사 유치환의 �생명의 서� 행문사 이용악의 �오랑캐꽃� 아문각 서정

주의 �귀촉도� 선문사 심훈의 �그날이 오면� 한성도서 박두진의 �해� 청만사 김춘수의 

�구름과 장미� 행문사 등이 꼽힌다

� �



해방기 소설문학은 직면한 현실에 대

한 소설적 대응을 강하게 의식했다 해방

기라는 시대의 쟁점이 민족국가 건설과 

일제 잔재 청산이었던만큼 소설문학도 

이중과제 속에서 어떤 민족국가인가를 

놓고 첨예한 서사적 긴장을 이루고 있었

다 작가들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와 사

회주의 이데올로기 사이에서 대립하면

서도 민족국가 건설이라는 대의에는 공

통감각을 갖고 있었다 이렇듯 해방기 소

설문학은 정치가 문학을 압도하는 형국이

었다 민족국가 만들기라는 큰 흐름 속

에서 토지개혁과 신탁통치 문제를 놓

고 갈등이 첨예했고 그 갈등은 남과 북이 

단독정부를 수립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해방기 소설은 현실의 문제를 탐색하

는 작품들이 주목을 받았다 이태준의 �해

방전후� 조선문화사 염상섭의 �해

방의 아들� 금룡도서 등과 같이 식민

지 해방 이후 민족국가 건설을 둘러싼 

입장들이 소설의 서사를 통해 표출되었다

그러면서도 성찰적 현실 탐색과 자기고

백 그리고 지식인의 목소리를 담은 내적 

서사 형식의 작품이 이 시기 소설문학의 

특징이었다 이 시기에도 엔솔로지 형식

의 작품집이 간행되었는데 염상섭․김동

리․계용묵․박종화․이태준․이선희․정

비석․채만식의 작품이 실린 �해방문학

선집� 종로서원 이 대표적이다

해방기 소설문학의 출판도 이미 일제 

강점기에 간행되었던 책들을 다시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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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양상이었다 근대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 이광수의 �혁명가의 안해� 숭문사 가 간행되었고 김

동인의 �젊은 그들� 영창서관 도 출판되었다 이외에도 일제 강점기를 대표하는 작품인 조명희의 �낙

동강� 건설출판사 김남천의 �대하� 백양당 염상섭의 �만세전� 수선사 이기영의 �고향

상․하 � 아문각 도 출간되었다

특징적인 부분은 역사소설의 간행이다 혼란한 시기일수록 역사적 관점에 대한 성찰이 주요한 서사의 

쟁점으로 부각된다 뿐만 아니라 해방기의 민족국가 건설이라는 당면한 과제로 인해 역사소설에 대한 대중

적 열망 또한 강했다 역사소설은 이미 일제강점기에 출간되었던 것이 간행되는 경우가 많았고 새롭게 집

필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광수 �이순신� 영창서관 김남천 �삼일운동� 아문각 김동인 �수양대군

상․하 � 숭문사 홍명희의 대하소설 �임거정전 권 � 을유문화사 홍효민의 �세종대왕� 대성출판

사 이태준의 �황진이� 동광당서점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시기 평론분야에서는 좌우 양진영

에서 민족문학론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

했고 문학사 저술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평론분야에서는 김동

리의 �문학과 인간� 백민문화사 김

동석의 �예술과 생활� 박문출판사 등

이 간행되었다 희곡에서는 유치진의 �자

명고� 행문사 함세덕의 �동승� 박문

출판사 김영진의 �혈맥� 영인서관

등이 간행되었다

한국전쟁의 발발은 더 이상 통일 민

족국가 수립에 대한 열망이 현실화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사건이었다

전쟁으로 인해 남과 북은 통일민족국가

의 구성원이 아니라 적 敵 과 아 我 로 

분리되었고 서로를 더 이상 민족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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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동 구성원으로서 상상할 수 없게 되었다 분단이 엄연한 역사적 현실임을 증명하는 것이 한국전쟁이

었다 통일민족국가 건설에 대한 강한 열망이 오히려 분단을 고착화한 계기가 된 것이다

한국 전쟁기에 출판산업은 인쇄 장비의 파손 등으로 손실을 입었고 전시 상황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문인들 또한 집단적으로 활동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문필 활동보다 생존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는 특수

한 시기가 전쟁기였다 전쟁기에 이뤄진 문필 활동도 �문예� 전시판이나 �문화세계� �신조� 그리고 �전

선문학� �창공� �코메트� �해군� 등과 같은 군 기관지 매체가 중심을 이뤘다

전시체제 아래에서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는 비상국민대를 조직했고 군의 정훈활동에 참여했다 이

후 문총구국대가 조직되어 많은 작가들이 종군 작가로 활동했다 한국전쟁기에 작가들은 공군 종군문인

단 육군 종군작가단 해군 종군작가단으로 나뉘어 활동했다 창공구락부로도 불린 공군 종군문인단

에는 마해송 단장 조지훈․김동리 부단장 최인욱사무국장 이 주축을 이뤘고 이상로 유주현 곽하신 방

기환 박두진 최정희 박목월 이한직 박훈산 전숙희 김윤성 황순원 등이 참여했다 육군 종군작가단은 

육군 정훈감 박영준 대령 최상덕 김송 최태응 조영암 장덕조 정비석 성기원 김진수 박인환 정운삼

방기환 박영준 이덕진 김팔봉 구상 장만영 박귀송 김동준 박기준 등이 참여했다 해군 종군작가단에

는 박계주 안수길 이선구 박연희 공중인 이봉래 김규동 손소희 윤금숙 등이 참여했다 특이한 것은 

윤백남 염상섭 이무영이 해군 현역 장교로 입대하여 해군에서 정훈업무를 담당했다는 점이다 작가들은 

전쟁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종군작가 혹은 종군 문인으로 활동하면서 전쟁의 승리를 고무하는 선전선동에 

나서야 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경험에 바탕을 두고 전쟁의 비인간적 실상에 대해 기록하고 비판하는 

작업을 하는 문인들도 있었다

출판은 조판과 인쇄를 동반한 물질적 생산활동이다 그렇기에 갑작스런 한국전쟁의 발발은 출판 자재

인쇄시설 재고도서와 지형의 손실을 가져왔다 서울에 몰려 있던 출판사들은 빈손으로 피난을 떠나야 했

고 전쟁초기 개월 동안은 출판의 공백기가 되었다 반면 대구와 부산 지역에 기반을 둔 출판사들은 

새로운 출판 활동의 기회를 얻었다 전쟁기간 동안에 출판은 대구를 중심으로 이뤄졌고 판매는 부산을 중

심으로 이뤄지는 상황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구와 부산에 연고를 둔 현암사 계몽사 학원사 동아출판

사가 새로운 도약을 기회를 가졌고 종전 이후에는 서울에 자리를 잡아 크게 성장하기도 했다

한국전쟁기 시문학은 전쟁에 대한 직접적인 시적 형상화가 이뤄졌다 많은 작가들이 종군작가로 활동

한 여파이기도 하고 전쟁이라는 비극적이면서 압도적인 상황에서 시인들이 현실에 대처하는 방식이기도 

했다 전시에 출판된 대표적 시집으로 이영수의 �연희고지� 정음문화사 유치환의 �보병과 더불어� 문

예사 조영암의 �시산 屍山 의 넘고 혈해를 건너� 정음사 장호강의 �총검부� 삼성출판사

김순기의 �용사의 무덤� 동서문화사 등이 꼽힌다 전쟁이라는 상황이 개인에 부과하는 불안의식을 존

재의 문제로 다룬 시집으로는 김춘수의 �기 旗 � 문예사 와 조병화의 �패각 貝殼 의 침실� 정음사

등이 거론된다 이외에도 조지훈의 �풀잎단장� 창조사 구상의 �구상시집� 청구출판사 김관식



의 �낙화집� 창조사 김상옥의 �석류꽃� 현대사 김남조의 �목숨� 수문관 노일영의 �호롱

불� 현대사 등이 이 시기의 중요 시집이다

한국전쟁기 소설문학은 김동리의 존재가 돋보인다 김동리의 �귀환장정� 수교문화사 은 국민방위

군 사건을 폭로한 작품으로 주목할 만하다 황순원은 �곡예사� 명세당 를 통해 전쟁으로 인해 가혹해

진 일상을 묘파해냈다 이 외에 한국전쟁기에 발간된 주목할 만한 소설들로는 김송의 �영원히 사는 것� 백

영사 김광주의 �태양은 누구를 위하여� 백아사 김기진의 �최후의 심판� 세창서관 등을 

거론할 수 있다

평론은 이헌구의 �문화와 자유� 삼화출판사 등 소수만 간행되었고 희곡은 유치진의 �원술랑� 자

유문화사 등 극히 일부만 출판되었다

년 월 일에 휴전협정이 조인되어 년 개월 일간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한국전쟁이 쉼

표를 찍었다 그러나 전쟁은 종결이 아닌 단지 일시정지상태였을 뿐이었다 당시 남북한 인구 천만의 

에 달하는 만 명의 인명피해는 남북한 당사자 간에 골수에 사무치는 증오심을 남겼다 차 대

전후 대두된 냉전체제의 대립이 한반도내에서 국지전으로 표출된 것이 한국전쟁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한국전쟁은 일제식민지시대부터 누적된 모순과 갈등의 폭력적 분출이었다

전쟁이 역사에 행하는 거대한 역할 중의 하나가 과거와의 단절이다 모래바람 맞은 영혼은 거대한 원리

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과 같이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전쟁 전의 현실과 그후의 현실이 결코 같을 

수가 없었다 한국전쟁이라는 거대한 획이 그어진 이편과 저편은 레테의 강처럼 거대한 단절이 엄존하고 

있었다 변별과 차별은 대립하는 양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수단이 되었다 같음보다는 다름이 강

조되는 곳에 당연히 이질성은 자신의 참호를 더 깊게 파고들어간다 북한은 자력갱생을 기조로 한 경제발

전에 전념했고 남한은 외국원조에 기반한 자본축적에 주력하게 됐다

년대의 시대상은 앎과 삶의 문제에서 삶에 강조점이 찍힐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 속에서 

지식인은 분단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소외를 체험했다 년대 한국 문학은 한국전쟁의 규

정성이 압도적일 수밖에 없었다 년대 문학이 척박했다고 논의되는 이유도 현실과 상황의 암도적 힘

생명보다는 죽음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대의 규정성 때문이었다 년대 문학은 단독적으로 존

재할 수도 없었기에 단절과 계승 파괴와 복원이 함께 이야기된다

전쟁이 끝난 이후 한국사회는 일상의 회복을 위한 노력들이 다양한 방향에서 이뤄졌다 문학도 예외는 

아니어서 예전의 문학 단체가 다시 재조직화되었고 문단 권력을 둘러싼 갈등도 발생하게 되었다 전쟁 이

후 한국문단에서 일대 풍랑이 일어난 것은 예술원 회원 선거 때였다 년 월 일에 서울청계국민학



교 인천 부산 등 전국 개 투표소에서 치러진 예술원 선거에 문학 분야에서 김동리가 표로 최고 

득표를 하는 이변이 일어났다 이어서 박종화가 표 염상섭 표 조연현 표 유치환 표가 나왔다

당시 한국문학가협회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기에 예술원 선거에서 의외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일반적 상

식으로는 최남선 전영택 주요한 양주동 이은상 오상순과 같은 원로들이 당선되어야 하는데 한국문학

가협회의 회원들인 김동리 조병화 유치환 등이 높은 득표를 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문학가협회에 

대한 문제제기가 불이 붙었고 새로운 문학단체도 속속 출범했다 먼저 국제펜클럽 한국본부도 년 

월 일 발족했다 창립위원으로는 오상순 김기진 주요섭 이하윤 이은상 이헌구 손우성 양주동 김광

섭 모윤숙 백철 조용만이 참여했다 이후 이헌구 김광섭 모윤숙 백철이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활동에 

적극적이었다 한국자유문학자협회도 년 월 일 발족했다 한국자유문학자협회는 김광섭․이문

영․백철․김팔봉 등과 같은 문인들이 참여하는 단체로 년 월 �자유문학�을 창간하여 한국문학가

협회에 대응하는 조직으로서 위상을 갖춰 나갔다 한국시인협회도 년 월 유치환 서정주 장만영

조지훈 박남수 박목월 등 명이 참여한 가운데 발족했다 이렇듯 한국전쟁 이후 한국문학가협회라는 

단일 문인단체가 예술원 선거를 거치면서 국제펜클럽 한국본부와 한국자유문학자협회 한국시인협회가

가 결성되면서 상호 연관을 맺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기간산업이 파괴되고 극심한 불황이 이어지면서 출판계도 힘든 시기를 겪어야 했다

전쟁 중에는 백양당의 배정국 대표와 서울출판사의 권혁창 대표가 월북을 해 출판시장의 변화가 있었다 출

판계에서는 정음사 삼중당 을유문화사 백양사 민중서관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쟁을 거치

면서 신구문화사 인간사 신태양사 사상계사 등이 부상했다 출판사들은 문학전집 발간을 통해 년대 

후반부터 출판 경향을 문학이 주도해나갔다 민중서관 �한국문학전집�이 년 간행되었면서 일대 전환이 

이어졌다 년에는 정음사판 �세계문학전집�이 년에는 을유문화사 �세계문학전집�이 년에

는 계몽사의 �세계소년소녀문학전집�이 년에는 신구문화사의 �세계전후문학전집�이 간행되었다

년대 들어 매체환경의 변화도 이어졌다 �문학과 예술�이 년 월 일 창간하여 호까지 발행

하다 년 월 �문학예술�로 이름을 바꿔 속간되었다 오영진을 주간으로 박남수 주요섭 원응서 등이 

편집진으로 참여했다 무엇보다 한국문학가협회 회원들이 주도하던 월간 �현대문학�이 년 월호로 

창간한 것도 주목할 만한 사건이었다 창간 당시 �현대문학�의 주간은 조연현이었고 편집장은 오영수였

다 한국자유문학자협회의 �자유문학�도 년 월에 창간했다 이들 문예지 외에도 �사상계� �신천지�

�신태양� �자유공론� 등도 문예면을 운영했기에 문인들의 활동의 장이 점차 넓어지는 양상이었다

문예 관련 매체들이 많아지면서 새로운 작가들의 등장도 활발해졌다 새로운 작가군으로 시에서는 박

재삼 김남조 이성교 박용래 박봉우 신동문 등을 꼽을 수 있고 소설은 선우휘 오상원 이범선 이호철

박경리 김광식 한무숙 한말숙 전광용 최인훈 등이 등장했다 비평에는 최일수 김우종 유종호 윤병로

이어령 김상일 등이 등단하여 활동을 시작했다



년대 시문학은 청록파 시인인 박두진 박목월 조지훈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박두진은 �오도 午

禱 � 영웅출판사 ․�박두진 시선� 성문사 을 간행했고 박목월은 �산도화� 영웅출판사 � 조지

훈은 �조지훈 시선� 정음사 ․�역사 앞에서� 신구문화사 를 출간했다 서정시의 맥을 면면히 이은 

시인의 시집으로는 박희진의 �실내악� 사상계사 이동주의 �강강술래� 호남출판사 등이 있다

년대 시단은 모더니즘 계열의 시가 한 흐름을 형성했다 해방기 신시론 동인이 북돋웠던 모더니

즘 운동은 년대 후반기 동인으로 이어져 문학적 경향이 되었다 박인환 김경린 김규동 등과 더불어 

이와는 조금 다른 경향이기도 하지만 김수영 김종문 전봉건 등을 꼽을 수 있다 박인환의 �박인환 시선

집� 산호장 김경린의 �현재의 온도� 도시문화사 김규동의 �나비와 광장� 위성문화사 김

수영의 �달나라의 장난� 춘조사 김종문의 �시사 詩史 시대� 보문각 ․�인간조형� 보문각

전봉건의 �사랑을 위한 되풀이� 춘조사 ․�신풍토� 백자사 등이 주목을 받았다

소설문학도 기지개를 펴기 시작했

다 한국전쟁의 영향으로 인간윤리의 

문제에 천착한 작가는 정한숙과 오영

수 등이 있다 정한숙은 �애정지대� 정

음사 ․�시몬의 회상� 신지성사

․�내 사랑의 편력� 현문사

․�암흑의 계절� 현문사 등을 발

표했고 오영수는 �머루� 문화당

․�갯마을�중앙문화사 ․�명암�백

영사 ․�메아리� 백수사 등

을 발표했다

월남민 의식이 투영된 김이석 최

태응 임옥인 등도 중요하다 김이석의 �실비명� 청구출판사 최태응의 �전후파� 정음사 임옥인

의 �월남전후� 여원사 등을 주목할 만하다

년대 소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훼손된 인간이 형상화되는 경우가 많다 전쟁으로 인해 인간의 본

질 혹은 인간의 심연의 인간성을 탐구하려는 작가적 노력이 투영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작가를 신

세대 작가로 부르기도 했다 신세대 작가로 거론되는 대표적인 작가는 손창섭 장용학 김성한 오상원이

었다 손창섭의 �비오는 날� 일신사 ․�낙서족� 일신사 이 있고 장용학의 작품은 �한국전후문제

작품집� 신구문화사 에 일부 실려 있다 김성한의 �암야행� 양문사 오상원의 �백지의 기록� 동학

사 이 출판되었다

또 주목할 만한 작가로 선우휘 이범선 박경리 강신재 손소희 한말숙 등이 있다 선우휘의 �불꽃� 을

� �



유문화사 이범선의 �학마을 사람

들� 오리문화사 ․�오발탄� 신흥출판사

박경리의 �표류도� 대한교과서

강신재의 �회화� 계몽사 ․�여정� 중

앙문화사 ․�청춘의 불문율� 여원사

이 있다 그리고 손소희의 �창포 필 

무렵� 현대문학사 ․�태양의 계곡� 현

대문학사 한말숙의 �신화의 단애� 사

상계사 도 눈길을 끈다

전쟁 이후 사상적 검열로 인해 비평은 

우회로를 선택했다 그렇기에 전후 실존

주의와 전통론이 년대 문학비평의 

논점이었다 이 시기에 간행된 비평 텍스

트로는 고석규의 �초극� 삼협문화사

곽종원의 �신인간형의 탐구� 동서문화사

이어령의 �저항의 문학� 경지사

조연현의 �문학과 그 주변� 인간사 등

을 들 수 있다

년대 희곡문학은 일제 강점기부

터 활동해오던 유치진 김영수 등과 새롭

게 부상한 이른바 전후파 작가들로 구분할 

수 있다 전후파 작가들은 오학영 이용찬

차범석 하유상 김상민 김경옥 주평 등이

다 전후파 작가들은 세대 갈등을 주로 다

루면서도 새로운 기법으로 사회변화에 부

응하려는 노력을 펼쳤다 년대에는 

희곡 출판 자체가 활발하지 않았지만 출간

된 중요 작품으로 김진수의 �김진수 희곡

선집� 성문각 유치진의 �자매� 진문

사 차범석의 �껍질이 째지는 아픔 없

이는� 정신사 을 꼽을 수 있다

� �

� �

� �



년 월 일의 해방은 한국 근대문학사를 구분하는 데도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 식민지 시기와 해

방된 독립국가의 언어 출판제도 독자욕망은 다를 수밖에 없었으며 새로운 국가건설에 필요한 지식과 교

양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양한 책의 출판으로 이어졌다 오영식에 의해 우후죽순이라 표현된 해방기 

책의 출판은 해방된 국가의 사회문화를 가늠하는 중요한 문화지표이다 이후 한국 근대문학은 분단과 전쟁

을 겪어야 했으며 이에 따른 자료의 출판 유통양식도 격변을 겪어야 했다 년 남북의 정부수립은 남과 

북으로 양분된 출판체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으며 아직도 북의 출판물에 대한 접근은 제한되어 있는 

형편이다 전쟁으로 인해 안정적인 출판환경이 구축되지 못했고 책을 통해 지식과 문화가 구축되는 과정

은 순탄하지 못했다 피난문단이 형성되면서 부산과 대구 등의 지역 출판이 활성화된 측면이 있으나 이후 

서울 중심의 문화가 고착되면서 전쟁기와 그 이후 지역 출판의 면모는 충분히 구명되지 못했다 자료의 측

면에서도 소실 훼손된 자료가 많고 구체적인 정보나 기록도 제대로 남겨져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출판연감�을 매년 발행한 것이 년부터이지만 실제로 목록에는 년 

출간도서뿐 아니라 이전의 도서도 포함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년이고 년대 후반의 것

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정도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의 납본제도가 실시된 것이 년부터임을 감안한다면 

년 년 전후는 근대문학 자료 목록 정리에서 가장 취약한 시기라고도 할 수 있다 근대문학자료 

총목록을 작성하는 일을 서둘러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며 특히 이 시기의 출판은 해방 분단 전쟁이라는 

시대적 조건을 염두에 둔 섬세한 연구와 조사를 필요로 한다 연구팀은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서 발간도

서 총목록 작성을 수행하였다 방대한 자료의 양과 연구기간의 한정을 생각하면 이번 연도의 연구조사사업

으로 이 시기 근대문학 자료 전반을 아우르는 충실한 총목록을 완료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기초적인 작업

의 틀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발견되는 자료를 추가 보완하는 방식을 통해 성과의 축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팀은 우선 이 시기 근대문학자료를 목록화한 선행 성과에 기대어 기초 목록을 작성하고 이 자료들의 

소장실태를 조사하는 방식을 택했다 기존 자료의 전 면모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조사작업은 목

록조사와 소장처 조사를 반복적으로 오가면서 진행되었다 완성도 높은 총목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앞으

로도 이런 작업을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기초 목록 작성을 위해 참고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 � ․

년에서 년까지의 근대문학자료를 연대기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잡지 신문에 발표․연재된 

개별 작품 목록과 출판된 단행본 목록까지를 포함하고 있어 근대문학자료의 전반적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

이 되는 자료이다

그러나 시 소설 평론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장르적 편중이라는 한계가 있다 근대문학의 주류적 장

르인 시 소설 평론 외에 수필 희곡 아동 번역 등의 기타 장르는 한국 근대문학사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영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아쉬움이 있다 년에 발간되어 몇차례 증보되기는 했으나 이후의 연구 및 

발굴 성과가 충실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판본이나 출판사항에 대한 정보가 충

분치 않으며 누락 오기된 자료들이 많다는 문제점이 있다 수록된 근대문학자료는 년 기준으

로 시집 종 소설집 종 평론집 종의 총 종이다

② � �

년부터 년까지 간행된 도서의 총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실물을 확인한 자료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신뢰도가 높으며 출판사별 저자별 주제별로 구분된 목록으로 해당 시기에 간행된 도서의 상황을 전

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시기가 한정되어 있어 아쉬운 점이 있으나 조사의 과정 기존 자료의 검토까지 상세하게 밝혀져 있어 

목록작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년 년 기준 정리된 목록은 시집 종

소설집 종 희곡 시나리오 종 수필독본 종 아동문학 종 고전문학 종 외국문학 종의 

총 건이다

③ � �

년까지 발행된 종의 도서를 목록화하고 있다 오영식이 �해방기 간행도서 총목

록�에서 보완판 재출간이 시급하다고 할 만큼 이 시기 도서 발간의 상황을 비교적 충실하게 정리하고 있다

출간 목록 이외에도 당시 출판사 인쇄소 명부 문화인 명부 등이 함께 수록되어 있어 해방기 출판문화의 

전면모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문학뿐 아니라 전 분야의 도서를 망라하고 있으며 대상시기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사연구에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년의 출간도서 현황을 정리하

는 데 도움이 되었다

현대소설 종 현대시 종 희곡 종 등을 포함 총 종의 문학도서가 목록화되어 있다

④ � �

년 월부터 년까지 출간된 도서와 정기간행물 석박사 학위논문 및 악보와 지도 등을 수록하



고 있다 총목록만으로 이루어져 있어 연도별 발간 현황이나 장르별 현황 등을 파악하기에 곤란한 점이 있

다 년의 문학자료는 대략 여 종 정도이나 여기에는 고전 한문분야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근대문학자료의 종수는 이보다 훨씬 적다고 볼 수 있다 분류방식이 혼란스럽고 누락자료도 

많아서 목록 작성에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였다

⑤ � �

근대문화유산 중 문학분야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이다 충실한 연표와 목록 사진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고 근대문학자료를 문화유산의 관점에서 평가하였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 자료에서는 근대문화유산을 

문학사적 가치와 문화재적 가치로 나누어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종의 근대문화유산을 제안하고 있다

근대문학자료를 문화유산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소중한 시도이나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 가치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가치 평가의 세부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중요한 근대문학자료가 누락되어 있다는 

점 다수의 서지적 오류가 있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제시된 종의 자료 중 년

에 해당하는 근대문학자료는 종이다

⑥ � �

년에서 년까지의 근대문학을 연표로 정리하고 있다 주요 작품의 발표 주요 문인들의 활동

문학사적․사회사적 사건을 연표로 정리함으로써 한국 근대문학 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연표에 등장하는 주요 자료 사항에 대한 간략한 해제를 덧붙여 입체적인 연표를 작성하려 

하였다는 점도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특히 년 이후에는 남북한의 문학적 사건을 함께 정리하여 분단 

문학의 한계를 돌파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년 단위로 문학사적 주요 내용이 정리되어 있

으며 매년 출간된 도서 목록을 덧붙이고 있다 연표의 특성상 구체적 서지사항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는 점은 문제가 있으나 기초 목록의 자료를 작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각각의 자료들은 편제상 시기적으로나 영역적으로 한정된 부분이 있어서 연구조사사업의 대상 시기인 

년 사이의 출간 문학 단행본 목록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조금씩 모자람이 있었다 여러 

자료를 함께 참고하고 종합함으로써 개별 자료들이 가진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체적 기초 목록을 작성할 

수 있었다 특히 아동문학 번역․번안 자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기타 장르를 포함한 근대문학자료 총

목록을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개별 장르의 목록이 제시되어 있는 자료들을 참고하

였다 아동문학 분야는 이재철 �아동문학의 이론� 형설출판사 희곡분야는 민병욱 �한국 희곡사 연

표� 국학자료원 번역․번안문학은 김병철 �세계문학번역서지목록 총람� 국학자료원 와 김진희

｢ 년대 지식 번역의 장과 문인번역자의 위상｣ �한국근대문학연구� 집 등의 목록을 참고하였다 해방 



후 한국문학에 비친 해외문학의 영향 교육과 국민형성의 과정에서 부각된 아동문학 등에 대한 연구는 아

직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목록조사는 불충분한 상황이다 기초 목록을 토대로 더욱 

확장된 연구가 요구된다 하겠다

이상의 자료들을 참고하여 년에 발간된 근대문학 자료 차 기초 목록을 작성하였다 차 목

록에 기재된 근대문학 단행본 자료의 종수는 총 종이었다

기존 발간 자료 목록을 종합한 차 기초 자료 목록을 연구팀이 추가적으로 입수한 개인소장자 사립학

교 소장 자료 목록과 비교․대조하여 차에 포함되지 않았던 자료 총 종을 추가하였다 단계 보

완에 사용된 자료 목록은 공개 자료 및 연구팀이 개별적으로 직접 접촉하여 입수한 개인소장자 박태

일 배우식 이명재 아단문고 여승구 화봉문고 윤길수 소장 자료 목록과 사립고등학교 경기고 중앙

고 이화여고 계성고 소장 자료 목록이다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년 단행본 자료 목록에서 근대문학자료에 해당하는 

자료를 선별하여 종을 기초 목록에 추가하였다

이상과 같이 차 기초 목록에 대한 보완 작업을 통하여 총 종의 년 근대문학자료 총목

록을 작성한 후 중복 기재된 자료 및 년 사이에 출판된 한국 근대문학자료로 간주하기에 부적

합한 자료를 연구팀 협의를 통해 선별․제거하는 보완 작업을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총 종의 단행본 

자료를 목록에 기재하기로 확정하였다

이상의 목록화 과정에서 장르 구분 기준이 문제가 되었다 시 소설 희곡 수필 평론 등 주요 장르 이외

에 번역․번안 아동문학 희곡․시나리오 등을 추가하였으나 기타 장르로 분류되는 문학 자료들이 문제

가 되었다 예컨대 수기나 기록 문학 독본 글쓰기 및 문학 교재 같은 경우는 기존의 문학 장르 구분을 적용

하여 분류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엄밀히 구분하자면 기존 문학 장르에는 포함시키기 어려우나 문

학사나 고전문학에 대한 비평과 해설 주요 문인들의 저작물 등의 경우는 근대문학사를 이해하고 문인의 

활동 전체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자료라 할 수 있다 근대문학자료의 전체적 면모를 파악하고 총

목록을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조사연구팀은 이를 기타로 분류하여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총목록의 자

료는 시 소설 평론 수필 희곡 기타로 장르를 구분하였고 아동문학과 번역․번안 분야는 기존의 연구 

성과가 상대적으로 빈약한 결과 총량 파악과 상세 장르 구분에 난점이 있어 앞으로의 보완과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별도로 분류하였다



한편 목록 작성과정에서 제기된 또 

다른 문제는 판본 상황을 어떻게 기록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다 원본 텍스

트에만 관심을 둘 경우 증보나 개정이 

아닌 추가 판본은 큰 의미가 없다 그

러나 관점을 달리 해서 본다면 이러한 

추가 판본에 대한 조사나 정리는 긴요

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특히 해방 이

후 출판 상황의 특성상 해방 전의 작품

을 재출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예를 

들어 김동인 이광수 이태준 이기영

염상섭 채만식 정지용 임화 등 식민

지 시기 주요 작가들의 거의 모든 작품

이 재출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재출간된 자료에 대한 서

지적 접근 문화사적 연구 등이 필요

하며 이를 위해서라도 재출간 자료에 

대한 구체적 정리가 필요하다 이 재

출간 자료들은 당시 사회가 요구했던 

출판물의 성격과 가치를 가늠하기 위

한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구

체적으로 증보나 개정을 밝히지 않은 

경우에도 해방 전 자료들의 재출간본

은 이전의 판본에 비해 세부 내용이나 가필 수정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

해 둘 필요가 있었다 또한 같은 내용이라도 재판을 거듭한 자료들은 당대의 베스트셀러를 확인하는 자료

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근대문학자료 관련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다 예컨대 출간 목록에 빈번하게 등장

하는 작가는 순수문학작가이기보다는 김내성 방인근 박계주 김말봉 정비석 등 당대의 주요 베스트셀러 

작가들이다 이들 작가들의 작품은 같은 책임에도 여러 건의 판본이 확인되고 있다 연구팀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일단 같은 제목의 자료라 하더라도 출판연도와 판수가 다른 경우 다른 자료로 분류하여 목

록을 작성하였다

� �

� � � �



상기에서 작성한 한국 근대문학 단행본 자료 총목록을 기반으로 하여 이들 자료에 국내에 얼마나 소장

되어 있으며 소장실태는 어떠한가에 대한 조사 작업을 진행했다 소장 실태 조사는 검색을 통한 소장처 

및 소장량 파악과 실사를 통한 소장상태 확인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귀중도서의 경

우 연구원들이 용이하게 접근하기 어렵고 대학도서관이나 전문도서관의 경우 출입 자체가 제한되어 있으

며 단행본 자료의 총량이 방대하게 파악되기 때문에 전체 내용에 대한 실사조사를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접근가능한 를 활용하여 전체 자료에 대한 소장처와 소장사항을 조사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과의 협의를 통해 소장자료 서지사항은 구분 단행본 연속간행물 등의 분류 장르 분류 국

립중앙도서관 측 도서 제어번호 도서명 저자 편제 편권차 출판사 발행연도 형태 자료상태 가격 판

본 소장처 청구기호 소장처 기관성격 지역의 개 항목을 기입하고 연번을 부여하여 분류하기로 확정하

였다



소장처는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박물관 문학관 사립고등학교 개인소장자로 분류하였고 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검색 기 발간목록집 참조 방문 및 현장조사 서면질의 등의 방법을 통해 기초 목록에 

기재된 단행본 자료의 소장 여부를 확인했다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은 검색시스템을 통한 자료 확인이 

가능하므로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소장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 공공

도서관을 포괄하는 공공도서관은 국가자료종합목록시스템 을 통해 소장자료 

검색이 가능하므로 이를 주로 활용하였고 필요한 경우 개별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상황을 확인했

다 대학도서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제공 시스템 을 통해 전체 검색이 가능하다

그러나 통합 검색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는 도서관도 있으며 검색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도서관에서 

개별적으로 서지사항을 기입하며 생겨난 오류 도서명 저자명 발간 연도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 를 배제할 수 없

고 도서의 분류 상황이 정확하지 않고 검색어 체계가 서로 달라 검색에 잡히지 않는 자료도 많다 또한 

도서관마다 도서검색을 위한 입력체계나 분류체계가 달라 같은 자료를 검색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다르

게 나타나며 판본 상황이나 출판연도 표기 등에 오류가 많아 검색만으로는 소장처 조사를 완전히 완수하

기에 난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은 자료관리 상황이나 검색 시스템이 좋은 편이어서 검색만으로도 일정 정도

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문인 기념관 개인 문학관의 경우 자료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곳도 많고 목록 자체도 없는 경우가 많아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 한국문학관 협회 홈페이지

를 통해 소장자료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문학관은 개 정도이나 이 역시 불완전한 

경우가 많아 완전히 신뢰하기 힘들다 또한 전체 자료가 정리되어 있지 않아 일부만 목록화된 문학관도 상

당수 있다 년 완료된 �국내 근대문학자료 소장 실태 조사 보고서 �에 의하면 조사대상 

개 문학관 중 비교적 충실한 자료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던 문학관은 여 개에 불과했다



본 연구용역의 조사대상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개 주요 문학관 및 박물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단행

본 자료 목록을 가지고 있는 문학관이 개 단행본 자료가 목록화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소장 현황 파악이 

불가능한 문학관이 개 향후 추가 조사가 필요한 문학관이 개로 조사되었다

문학관 및 박물관 소장 자료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행본 

자료 목록 

소장

시문학파기념관 전남 한국문학관협회 홈페이지 참조

김달진문학관 경남 한국문학관협회 홈페이지 참조

난고김삿갓문학관 강원 한국문학관협회 홈페이지 참조

노작홍사용문학관 경기 한국문학관협회 홈페이지 참조

대구문학관 대구 자료 목록 제공

대전문학관 대전 실사 조사 및 담당자 목록 제공

배재학당역사박물관 서울 자료 목록 제공

산사현대시 년관 충남 한국문학관협회 홈페이지 참조

오장환문학관 충북 한국문학관협회 홈페이지 참조

영인문학관 서울 담당자 목록 제공

이원수 문학관 경남 한국문학관협회 홈페이지 참조

이육사문학관 경북 한국문학관협회 홈페이지 참조

이효석문학관 강원 한국문학관협회 홈페이지 참조

전라북도문학관 전북 한국문학관협회 홈페이지 참조

지훈문학관 경북 한국문학관협회 홈페이지 참조

한국근대문학관 인천 한국문학관협회 홈페이지 참조

한국현대문학관 서울
�동서문학관 도서 목록�

동서문학관 을 참조

이주홍문학관 부산 자료 목록 제공

박인환문학관 강원 한국문학관협회 홈페이지 참조

조병화문학관 경기 조병화문학관 홈페이지 참조

오영수문학관 경북 오영수문학관 홈페이지 참조

소장 현황 

파악 불가

요산문학관 부산 월 일 현장 방문

김유정문학촌 강원 한국문학관협회 홈페이지 참조 

백담사만해마을 강원 한국문학관협회 홈페이지 참조

황순원문학촌 경기 한국문학관협회 홈페이지 참조



만해기념관 경기 한국문학관협회 홈페이지 참조

경남문학관 경남 한국문학관협회 홈페이지 참조

목포문학관 서울 한국문학관협회 홈페이지 참조

동리목월문학관 경북 자료 목록화 미비

흑구문학관 경북 한국문학관협회 홈페이지 참조

목포문학관 전남
문학관 담당자가 목록 공개에 

비협조적

조태일시문학기념관 전남 자료 목록화 미비

고하문학관 전북 한국문학관협회 홈페이지 참조

충남문학관 충남 한국문학관협회 홈페이지 참조

심훈문학관 충남 자료 목록화 미비

남훈문학관 제주 자료 목록화 미비

김동명문학관 강원
자료 목록화 미비

문학관 홍보지에 종 기재

문덕수문학관 경남 자료 목록화 미비

향후 추가 

조사 필요

한국현대시 문학관 강원

한국현대시사 전체를 아우르는 

자료 소장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상당 규모의 목록 기대

청류재수목문학관 경기
박두진 시인 관련 자료 일부가 포

함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 

시조문학관 경남
근현대 시조에 관한 다수의 자료 

소장 예상

조명희문학관 충북 건립 중 장서 확보 여부에 따라 조사 필요

땅끝순례문학관 전남 건립 중 장서 확보 여부에 따라 조사 필요

충주문학관 충북 충주 지역의 문학사 개괄

김수영문학관 서울
김수영의 활동 시기를 고려할 때 

상당 규모의 목록 예상

조경희수필문학관 인천
조경희의 활동 시기를 고려할 때 

상당 규모의 목록 예상

박두진문학관 경기 건립 중
박두진의 활동 시기를 고려할 때 

상당 규모의 목록 예상



근대 문인들의 주요활동무대였던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자료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은 다르지 않았다 간송박물관으로 자료를 이관한 보성고등학교 자체 역사박물관을 가지고 있는 배재고등

학교 등은 그나마 자료 관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한 학교에 속한다 공간은 좁고 학생들에게는 당장 필요한 

책은 신간이라는 생각에서 오래된 책들은 자꾸만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었다 목록은커녕 창고에 방치되거

나 헐값에 처분하기도 한다는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조사 대상으로 삼은 개 사립고교에 전화 및 서면

문의를 통해 근대문학자료의 소장여부를 조사했고 이 중 개 고등학교의 협조를 얻어 소장 목록을 받아 

총목록 작성 및 소장처 조사에 반영했다

개 사립고등학교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휘문고 구 휘문의숙
근대문학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나 정리되어 있지 않음

상세 파악 불가

경기고 구 관립중학교 소장자료 목록 확보

광주제일고 구 광주고보 근대문학자료 소장 사항 없음

보성고 구 보성고보
귀중자료는 간송박물관으로 이관

보유한 자료 정리 목록이 없어 상세 파악 불가

양정고 구 양정의숙 근대문학자료 소장 사항 없음

중앙고 구 기호학교
소장자료 목록 확보

귀중자료는 일민미술관으로 이관

배재고 구 배재고보
귀중자료는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 소장 중

귀중자료를 다소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목록은 확보하지 못함

진명여고 구 진명여학교 상세 파악 안 되어 있음

숙명여고 구 명신여학교 근대문학자료 소장 사항 없음

이화여고 구 이화학당 소장자료 목록 확보

숭실고 구 숭실학당 근대문학자료 소장 사항 없음

오산고 구 오산학교 근대문학자료 소장 사항 없음

숭의여고 근대문학자료 소장 사항 없음

전주고 구 관립전주고보 근대문학자료 소장 사항 없음

경신고 구 경신학교 근대문학자료 소장 사항 없음

계성고 구 계성중 소장자료 목록 확보

호수돈여고 구 개성여학당 근대문학자료 소장 사항 없음

인천고 구 관립한성외국어학교 근대문학자료 소장 사항 없음

진주여고 구 진주일신여고보 근대문학자료 소장 사항 없음



개인 소장자의 경우는 더욱 섬세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이번 연도 연구에서 조사연구팀은 특히 원로 

문인 원로 연구자들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였다 개인소장자 조사는 들인 노력에 비해 성과를 

얻기가 매우 힘들다 알려진 개인소장자의 경우 여러 기관에서 전시 공개 등을 목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접촉 자체를 꺼리는 경우도 많고 본인 소장 자료의 목록을 공개하지 않는 개인 소장자도 있다 무엇보다 

자료를 공개하고 이를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충분히 서 있지 않을 때 개인 소장자를 설득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단기간의 연구용역으로는 이들 개인소장자들의 신뢰를 얻고 자료의 가치 있

는 활용을 모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다행이 상당수의 중요 개인 소장자들이 자료 공개에 동의를 표했

고 이후 후속작업을 통해 개인소장자 소장 근대문학자료의 목록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개인 소

장자의 목록을 통해 중요성과 희귀성의 측면에서 가치가 높은 근대문학 자료의 소장상황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소장자와 접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배화여고 구 배화학당 근대문학자료 소장 사항 없음

대륜고 구 교남학원 근대문학자료 소장 사항 없음

동덕여고 구 동덕여고보 근대문학자료 일부 소장하고 있으나 현황 파악이 안 되어 있음

순천고 구 순천고보 근대문학자료 소장 사항 없음

송도고 구 한영서원 근대문학자료 소장 사항 없음

봉래고 근대문학자료 소장 사항 없음

장서가

서상진 장서가 〇 자료 목록 제공 문학잡지

윤길수 장서가 〇 기 공개자료 목록 활용

여승구 화봉문고 대표 〇 기 조사자료 활용
문학잡지

배우식 시인 장서가 〇 기 조사자료 활용

오영식 장서가 〇 기 공개자료 목록 활용

엄동섭 장서가 〇 자료 목록 제공

아단문고 개인문고 〇 기 발간자료 활용 실사 조사



년 한국 근대문학 단행본 자료 소장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종에 대하여 건을 

소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조사 결과 문학 장르 단행본 종에 대하여 건 아동문학 단행본 

종에 대하여 건 번역문학번안 포함 단행본 종에 대하여 건이 전국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

서관 개인소장자 사립고등학교에 소장되어 있었다

문학 장르 단행본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연구되어 성과가 축적된 데에 비하여 아직까

지 아동문학과 번역문학 단행본에 대해서는 자료의 기초 목록은 물론 소장 실태도 종합적으로 파악된 바가 

없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학계와 일반에 년에 발간된 아동문학과 번역문학의 자료 목록과 소

장 실태를 종합․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각 장르별 상세 소장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유족

조옥선 하동호 유족 〇 추가조사 필요

박동규 박목월 유족 〇 추가조사 필요

이숭원 이태극 유족 〇 추가조사 필요

신동한 유족 〇 대학 도서관으로의 자료 이관 확인

연구자

이주형 경북대 명예교수 〇 자료 목록 제공

박태일 경남대 〇 자료 목록 제공

이명재 중앙대 명예교수 〇 자료 목록 제공

함태영 인천 근대문학관 〇 자료 목록 제공

문인

임헌영 문학평론가 〇 자료 목록 제공

이도윤 시인 〇 자료 목록 제공

최일남 소설가 〇 목록 확인 불가

염무웅 문학평론가 〇 소장자료 없음

이시영 시인 〇 소장자료 없음

신경림 시인 〇 소장자료 없음

남정현 소설가 〇 정리 확인 불가능 신동한 유족 추천



본 연구의 조사대상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전국 대학도서관은 총 개교로 조사되었으며 총 

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총 건을 소장한 국립중앙도서관보다 더 많은 자료를 

소장한 대학교는 없으나 가장 상위의 고려대학교가 천 건이 넘는 단행본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국 대학도서관의 근대문학 단행본 자료 전체 소장 건수 건은 공공도서관에 소장된 자

료 건을 약 배 정도 상회하는 수치로서 년 한국 근대문학자료 소장 실태를 파악할 때 

가장 중점에 두고 조사할 기관이 대학도서관임을 알게 해준다

대학도서관 중 단행본 자료 보유 건수에서 상위를 차지한 대학들은 아래의 표와 같다

문학

소설

시 시조

희곡 시나리오

수필

평론

기타

아동문학

번역문학

계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단국대학교



본 연구의 조사대상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전국 공공도서관은 총 개로 조사되었으며 총 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공공도서관 소장자료 건 중 국립중앙도서관이 

건 국회도서관이 건 부산광역시 시민도서관이 건을 소장하고 있어 이 세 개 주요기관을 제외한 공

공도서관 개가 총 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중에 소장 자료건수가 건 이하인 

공공도서관이 개이다 즉 년 발간 한국 근대문학 단행본 자료를 놓고 볼 때 국립중앙도서관

과 국회도서관 부산광역시 시민도서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은 군소 기관으로 간주할 수 있다

특기할만한 것은 부산광역시 시민도서관이 주요 대학도서관에 필적하는 수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한국전쟁 시기 부산 지역의 피난지로서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근대문학 단행본 자료 역시 

인적 흐름을 좇아 부산 지역으로 집적된 결과라고 추정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 중 단행본 자료 보유 건수에서 상위를 차지한 기관은 아래의 표와 같다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경희대학교

국민대학교

영남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한양대학교

충남대학교

세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부산대학교



본 연구팀이 직접 접촉하여 협조를 얻어 소장 자료 목록을 입수할 수 있었던 개인소장자는 총 인으로

박태일 배우식 아단문고 여승구 화봉문고 윤길수 이명재 이주형 엄동섭 오영식 이도윤 함태영 임헌

영이며 본 연구의 조사대상 자료에 대하여 현재 총 건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중 윤길

수 소장자료가 건으로 가장 방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개인소장자 별 상세 소장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부산광역시 시민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대구광역시 시립서부도서관

덕진도서관 금암분관

윤길수

엄동섭

오영식

아단문고

이도윤

이주형

여승구 화봉문고

함태영

배우식

박태일

임헌영

이명재



연구팀이 직접 접촉하여 자료 목록을 제공받은 경우는 대전문학관 대구문학관 영인문학관 한국현대

문학관 이주홍 문학관의 총 개 문학관이었다 그밖에 한국문학관협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목록 등 기 

자료 목록을 참고하여 개 문학관의 목록을 확보할 수 있었다 홈페이지에서 목록을 제공하고 있는 문학

관은 개였지만 대부분 자료 목록이 충분치 않거나 본 연구팀이 대상으로 하는 자료를 소장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문학관은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자료를 수집 보관 소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체 자료가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구체적인 소장정보를 확인

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문학관을 관리하는 인력이 부족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

는 등 문학관 자체의 상황이 열악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계획을 세우고 전체적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조사가 완료된 문학관 중 가장 많은 자료를 소장한 기관은 한국현대문학관으로 총 건의 자료를 소장

하고 있었으며 다음은 이주홍문학관 건 대구문학관 건 대전문학관 건 순이었다 전체 목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된 조사이므로 현재의 결과가 전체의 소장현황을 모두 나타내 준다

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아직 목록이 정리되지 않은 기관 중 더 많은 자료를 소장한 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문학관 소장 자료의 자료정리 현황과 대략적인 소장 건수를 확인할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

주요 문학관 별 소장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현대문학관

이주홍 문학관

대구문학관

대전문학관

영인문학관

이원수 문학관

이효석 문학관



본 연구팀이 직접 접촉하여 협조를 얻어 소장 자료 목록을 입수할 수 있었던 사립고등학교는 총 개교로

경기고등학교 이화여자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 계성고등학교이며 본 연구의 조사대상 자료에 대하여 총 

건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중 경기고등학교가 건을 소장하여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대학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 개인소장자 소장 자료에 비하여 상당히 빈약한 소장 실태이다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전문연구기관이 아니며 단행본 자료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인원이 부재한 경우가 

많고 도서관리가 학교의 주요업무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아 단행본 자료가 분실․유실되는 경우가 많

았다고 추정된다 소장자료를 목록으로 정리하지 않은 학교는 물론 보성고등학교 소장 자료가 간송박물관

으로 이관되는 등 자료의 이전 현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팀이 입수․정

리한 사립고등학교 소장 자료 목록을 기초로 학계와 일반의 관심을 모아 이들 자료의 정리의 필요성과 시

급함을 역설할 필요가 있다

사립고등학교 별 상세 소장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이상의 문학관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별 소장 현황을 종합하여 지역별 소장 현황을 파악해 보면 주요 

대학도서관 및 주요 공공도서관이 밀집한 서울 지역에 총 건의 자료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소장자료 건수 건으로 위를 달리는 경상권에 비하여 약 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그리고 경기권

이 건 충청권이 건 전라권이 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강원권과 제주권은 각각 건

건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장 자료 건수가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기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

이화여자고등학교

계성고등학교



전국 지역별 자료 소장 건수가 이처럼 편중되어 나타나는 것은 먼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주요 기관

이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하며 강원권과 제주권의 소장자료가 매우 적은 것은 이 지역에 소재한 주요 

기관 수 자체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경기권 충청권 전라권의 경우 경상권

에 비해 전란의 여파를 즉각적으로 입은 결과 많은 자료가 소실되어 이후에 설립된 주요 기관들의 소장 

자료 총량이 작아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지역별 소장 상세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서울

경상권

경북

경남

부산

대구

울산

경기권
경기

인천

충청권

충남

충북

대전

세종

전라권

전남

전북

광주

강원권

제주권



중앙문화협회편 �해방기념시집� 박세영 외 �횃불�

․ 해방

조선문학건설본부 결성

중앙문화협회 결성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조직

잡지 �백민� 창간 좌익계

열 단체들을 조선문학가동

맹으로 통합

오상근 �단종애화� 이광수 �유랑� 이태준 �별은 창마다� 정비석

�성황당� 조명암 �현해탄�

홍효민 �문학개론� 신채호 �배달조선정사� 최남선 �조선역사�

남대우 �우리동무 제 집�

오장환 �병든서울� �나 사는 곳� 권환 �동결� 임학수 �필부의 노

래� 박두진․박목월․조지훈 �청록집� 김기림 �바다와 나비� 이육

사 �육사시집� 신석초 �석초시집� 김동석 �길� 김억 편 �소월시

집� �애송시집� 김용득 �요람� 노두영 편 �고압선� 박아지 �심화�

잡지 �예술부락� �대조�창

간 잡지 �개벽�복간 잡지 

�신천지�

좌익계열 조선문학가동맹

전국조선문학자대회 개최

민족진영문학자들 전조선

문필가협회 결성

잡지 �신문학�․�民聲�창간

조선청년문학가협회 조직․

결성

잡지 �문학� 창간

강금종 �해방의 날� 강제환 �삼팔도선에 이상 있다� 김내성 �백가

면� 김동인 �김연실전� 이태준 �세 동무� 계용묵 �백치아다다� 이

무영 �흙의 노예� 정비석 �파도� �고원� 허준 �잔등� 김송 �무기

없는민족�

김춘광 �안중근사기 前編� �단종애사� �대원군� �미륵왕자� 복수

편 이규하 김영훈 �건국행진곡－해방기념소인극� 정범수 �변천�

조영출 �위대한 사랑� 함세덕 �동승�

김인형 �창조� 김기림 �문학개론� 박치우 �사상과 현실� 정비석

�소설작법� 이희승 �조선문학연구초� 홍구 편 �건설기의 조선문학�

김동석 �해변의 시�

강영수 �행복한 왕자� 계용묵 역 �세계명작동화선� 고병돈 편 �어

린이독본� 김상덕 �난쟁이 나라와 키다리 나라� 박목월 �초록별�

방정환 �까치옷 소파동화독본 � �울지 않는 종 소파동화독본 �

�황금거위 소파동화독본 � 신고송 �백설공주� 이주홍 �못난 돼

지� 정태병 편 �조선동요전집 � 박영종 �동시집�

김준섭 역 �싣달타� 오장환 역 �에세닌 시집� 최영해 역 �이소프이

야기� 김광주 이용규 역 �노신단편소설집� ․ 이명선 역 �중국현

대단편소설선집� 김시홍 역 �빠이론 시집� �하이네 시집�



방기환 �녹야� 피천득 �서정시집� 김억 �먼동이 틀 제� 이용악 �오

랑캐꽃� 임화 �찬가� 설정식 �종� 김동명 �삼팔선� 김상옥 �초

적� 유치환 �생명의 서� 신석정 �슬픈목가� 김상훈 �대열�

북조선 문예총 시집 �응

향�에 관한 결정서 발표

잡지 �신세대� 창간

잡지 �동광�창간 잡지 �조

선교육� 창간

잡지 �문학정신� 창간

잡지 �예술조선� 창간

이태준 �해방전후� 안회남 �불� 김남천 �삼일운동� �맥� 김내성

�광상 시인� �진주탑� 김동리 �무녀도� 김사량 �풍상� 김영석 �이

춘풍전� 박종화 �민족�

김춘광 �안중근사기 최후편� 함세덕 �동승� 유치진 �자명고�

김기림 �시론� 백철 �문학개론� �조선문학사조사� 권상로 �조선

문학사� 정지용 �문학독본� 김동석 �예술과 생활� 양주동 �여요전

주� 이석훈 �문학감상독본� 박영희 �문학의 이론과 실제�

김진섭 �人生禮讚� 이극로 �고투 년� 이양하 �이양하수필집� 이

은상 �대도론� �무상�

김내성 �똘똘이의 모험� 난쟁이나라구경편 �똘똘이의 모험� 상권

박쥐편 마해송 �토끼와 원숭이� 방정환 역 �사랑의 선물 세계명

작동화집� 하 이원수 �종달새� 정홍교 �소년기수� �금닭� 현덕

�토끼 삼형제�

김경보 역 �문학입문� 윤영춘 역 �현대중국시선� 이석훈 역 �부활�

이양하 역 �시와 과학� 홍효민 역 �러시아문학사� 조병암 역 �문학론�

설정식 �포도� �제신의 분노� 임학수 �필부의 노래� 서정주 �귀촉

도� 유치환 �울릉도� 김기림 �새노래� 김상훈 �가족� 김춘수 �구

름과 장미� 박종옥 �상원시조집�

북조선문예총기관지 �문학

예술� �조선문학�의 전신

창간

잡지 �문장�속간

김동리 �무녀도� 강금종 �어린 천사� 안회남 �봄이오면� 박태원

�성탄제� �이순신장군� 홍명희 �임꺽정� 황순원 �목넘이 마을의 개�

안석영 �희망� �여학생�

김동리 �문학과 인간� 정지용 �산문� 김사엽 �조선문학사� 김영건

�문화와 평론� 신남철 �전환기의 이론� 윤곤강 �시와 진실� 조용만

�문학개론� 백철 �조선신문학사조사�

김광주 �춘우송� 김기림 �바다와 육체� 김용준 �근원수필� 노천명

�산딸기� 마해송 �속편편상� 박원식 �청춘잡조� 이광수 �나의 고백�

권태응 �감자꽃� 김정의 �소공녀� 방기환 �누나를 찾아서� 방정환

�귀먹은 집오리 소파동화독본 � 윤석중 �굴렁쇠� 윤태영 �육신 

이야기� 이원수 �봄 잔치� �어린이 나라� 임학수 역 �초생달� 정비

석 �인도동화집� 정현웅 �꿈나라의 아리쓰� 정홍교 �박달방망이�

곽종원 역 �쟌발잔� 김길준 역 �동물농장� 김병규 역 �좁은 문� 김

상훈 역 �역대중국시선� 남원 역 �행복한 사람들� 문철민 역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박태원 역 �중국소설선� ․ 변영로 이하윤 선



조병화 �하루만의 위안� 김춘수 �늪� 김상용 �망향� 서정률 �빛 

잃은 태양� 조병화 �하루만의 위안�

월간 �문학� 창간 잡지 �新

思潮� 창간

김백송 �그 여자의 비밀� 김동인 �활민숙� 젊은 그들 정비석 �고향

의 봄�

박로아 �녹두장군�

역 �영시선집� 안응렬 역 �전원교향악� 양주동 역 �시경초� 이휘영 

역 �카르멘� 임학수 역편 � 세기 초기 영시집� �

� �블래익시초�

김광섭 �마음� 박두진 �해� 유치환 �청령일기� 조병화 �버리고 싶

은 유산� 김기림 편 �이상선집� 김병호 �황야의 규환� 김상옥 �고

원의 곡� �이단의 시� �백로� 김수영 외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

잡지 �희곡문화� 창간

잡지 �문예� 창간

잡지 �민족문화� 창간

한국문학가협회결성

계용묵 �별을 헨다� 이근영 �제 노예� 손소희 �이라기� 김동리

�황토기� 김동인 �화랑도� �수평선 넘어로� 최정희 �풍류 잡히는 

마을�

김영수 �혈맥� 김춘광 �미륵왕자� 유치진 �흔들리는 지축� 주암산

�향�

김기림 �시의 이해� 김동석 �뿌르조아의 인간상� 김대균 �근대문학

사조� 백철 �조선신문학사조사� 현대편 서정주 외 �시창작법� 안

확 �시조시학� 유치진 �희곡창작법－연극과 생활� 조연현 �문학과 

사상�

김진섭 �생활인의 철학� 마해송 �편편상� 박연수 �기우� 정래동 �북

경시대� 정지용 �산문� 최영수 �곤비의 서� 최재희 �인생의 향기�

김송 �방랑하는 소년� 김철수 �동요 짓는 법� 김향안 �늑대와 약대�

박목월 편 �현대동시선� 박영종 �현대동요선� 방기환 �꽃필 때까

지� 방기환 �손목 잡고� 송경재 역 �꽃피는 동산� 조선문화교육출

판사 �파랑새�

김강주 역 �인간무정� 김금호 역 �하이네시집� 김우정 역 �괴테 시

집� 설정식 역 �하므렡� 윤영춘 역 �소련기행� 이하윤 편역 �현대

영국시인집� �현대서정시선� 한흑구 역주 �평전� �현대미국시선�

장서언 편 � � 허집 역 �인형의 

집� 홍면식 역 �창작방법론�



이무영 �소설작법� 박목월 �시문학� 김기림 �시의 이해� �문장론신

강� 김사엽 �현대시론� 김용호 �시문학입문� 김진섭 �교양의 문학�

김상용 �무하선생방랑기� 노자영 �인생안내� 전희복 �거울앞에서�

김영일 �다람쥐� 박목월 �현대명작동요선� 박태원 �소년탐정단�

손희조 편 �선녀의 날개옷� 심은경 역 �소년탐정 에밀�

김현제 역 �패주병원선의 애욕� 양병도 역 �콕토시집� �세계명작시

인선집� 염상섭 역 �애련� 윤태영 역 �전등신화� 주요섭 역 �하이

데커박사의 실험� 장만영 역 �세계애정시선� �세계명시선� 최일민 

역 �헤루만 헷세시집� 조영희 역 �푸쉬킨시집�

구상 �구상시집� 구경서 �폭음� 爆音 이동주 �혼야� 김윤수 �전

선수첩� 김춘수 �기� 모윤숙 �풍랑�유치환 �보병과 더불어�

�신조� 창간

권태억 �임진왜란� 김동리 �귀환장정� 황순원 �기러기� 장덕조

�훈풍� 장인숙 �처녀시대�

구소청 �날아가는 공작�

백철 �文學槪論�

김송 �귀여운 어린이� 김영일 �소년 기마대� 방기환 �싸우는 어린

이� 서덕출 �봄편지� 어약선 황준성 �엄마를 찾아서� 이상실 편

�발명왕 에디슨� 정비석 �인도동화집� 정철락 역 �알프스의 소녀�

한용선 역 �유즈 오프 라이프� 허백년 역 �나는 자유를 선택하였다�

이호우․이윤수 공역 �처녀지� 김용호 역 �젊은 벨텔의 슬픔� 박계

주 역 �호반의 객씨�

김관식 �낙화집� 김상옥 �석류꽃� 김용호 �푸른 별� �남해찬가�

박양균 �두고 온 지표� 박일송 �주마간산�

잡지 �새벗� 창간

잡지 �사상� 창간

격월간 �자유예술� 창간 

�學園� 창간

김광주 �결혼도박� �태양은 누구를 위하여� 김기진 �심야의 태양�

김동리 외 �농민소설전집� 김말봉 �화려한 지옥� 이무영 �산가�

유치진 �원술랑�

김동리 �문학개론� 이병기 �국문학전사� 이헌구 �문화와 자유�

김소운 �착한어린이� 강소천 �조그만 사진첩� 김내성 �쌍무지개 뜨

는 언덕� 김동리 편 �새로 뽑은 어린이 독본� 김상옥 �석류꽃� 김소

운 �착한 어린이� 김송 �방랑하는 소년� 박계주 �소년 음악사�

김강주 역 �인간무정� 김진옥 역 �영미애국시집 자유의 나무� 박인

환 역 �이별� 장왕록 역 �한국서 온 두 처녀� 조풍연 역 �삼국지�

차범석 역 �고래� 근대일막극선 정광현 역 �내가 넘은 선� 김송



�장편소설 시� 上․下

김남조 �목숨� 유치환 �예루살렘의 닭� 김상옥 �의상� 김소운 �조선

시집� 김수돈 �우수의 황제� 김영삼 �푸른 섬� 김오남 �김오남시조

집� 김춘수 �인인� 김형기 �용사의 무덤� �이등병� 노일영 �호롱불�

잡지 �사상계� 창간

잡지 �현대공론� 창간

김광주 �연애 제 장� 안수길 �제삼인간형� 김기진 �최후의 심

판� 김내성 �인생화보� �진주탑� �청춘극장� 김동인 �서라벌� 김말

봉 �태양의 권속� 김문서 �암흑 속의 사랑� 김용제 �방랑시인�

유치진 �나도 인간이 되련다� 양호증 �보리수�

조지훈 �시의 원리� 장만영 �현대시감상� 조연현 �문학개론� 조지

훈 �시와 인생� �시의 원리�

강소천 �진달래와 철쭉� 김내성 �꿈꾸는 바다� �비밀의 가면� 김일

로 �꽃씨� 마해송 �떡배 단배� 박성하 역 �하얀 새� 정비석 �홍길

동전�

양동군 역 �이녹 아덴� 손창섭 역 �평요기� 양병직 역 �연애시집�

방인기 역 �부활� 김용호 역 �첫사랑� 장만영 역 �독일시집� 조용

만 역 �도일탐정단편집� 이두지 역 �푸루오렌스의 애가� 박성하 역

�아리바바와 명의 도둑� 오화섭 역 �오 머나먼 나라여 왜 편�

강욱 �태양을 위한 환상� 유치환 �청마시집� 고원 �이율의 항변�

김경수 �꽃과 바다� 김광섭 �체중� 김송월 �풀베개� 김용제 �산무

정� 김춘수 �제일시집� 박철석 �목련화�

�새가정� 창간

문학과 예술 �문학예술�

로 改題 

창간

문교부 한글간소화안 발표 

�동방학지� 창간

�새벽� 창간

사사오입개헌파동

김팔봉 �통일천하� 김성한 �암야행� 김준환 �백화� 김장수 �백마

고지� 박계주 �구원의 정화� 오영수 �머루�

김사엽 �현대시론� 고석규 �초극� 윤영춘 �문학과 인생� 조연현 �문

학입문� 조윤제 �조선시가사강� 서정주 조지훈 박목월 �시창작법�

노천명 �나의 생활백서�

강소천 �소년문학선� �꿈을 찍는 사진관� �어린이 문학독본� 강정

안 �샘물� 계용묵 �검둥이� �지혜 있는 소년� 방정환 �동생을 찾으

러� �칠칠 七七 단의 비밀� 윤석중 �윤석중 동요 곡집�



양주동 역 �시경초� 장만영 역 �한국시집� �영국시집� �중국시집�

�미국시집� �불란서시집� �남구 南歐 시집� 조병호 역 �근대영시

선� 원응서 역 �황금충�

김경수 �창조의 노래� 박목월 �산도화� 이동주 �강강술래� 김남조

�나아드의 향유� 김규동 �나비와 광장� 구상 �초토의 시� 노문천

�미이라� 박경종 �꽃밭� 박인환 �박인환시선집� 박치원 �하나의 

행렬� 이하윤 �시집－현대문학전집 �

�현대문학� 현재

창간

월간 �시문학� 창간

�현대문학�신인추천제실시

�아리랑� 창간

�철학� 창간

월간 �예술집단� 창간

�女苑�

창간

계용묵 �단편 인 선집� 김내성 �애인� �사상의 장미� 박용구 �진

성여왕� 윤백남 �홍도� 이인석 �사랑�

유치진 �유치진 역사극집－제 집� �나도 인간이 되련다� �자매�

곽종원 �신인간형의 탐구� 백철 �현대평론수필선� 이석훈 �문학과 

감상� 조연현 �문학개론�

김동리 �자연과 인생�

강소천 �달 돋는 나라� �바다여 말하여 다오� 마해송 �씩씩한 사람

들� 박옥인 �아름다운 시절� 안수길 �소년� �수호지� 전영택 편

�세계 명작 동화집� 한국아동문학회 편 �현대 한국 아동문학 선집�

양주동 역 � 엘리옽시전집� 장만영 역 �궤에테시집� �베르텐느시

집� �릴케시집� �빠이론시집� �뻔즈시집� �타고르시집� �아뽀리네르

시집� 방곤역 �정의의 사람들�

구상 �초토의 시� �최후의 만찬� �김관식시선� 서정주 �서정주시

선� 고원 �태양의 연가� 박두진 �박두진시선� 문덕수 �황홀� 김두

원 �인생유감� 김상옥 �목성의 노래� 김상조 �정조� 김소영 �새로

운 언어� 김악 �영토� 김영랑 �영랑시선� 문석수 �황홀�

�시와 비평� 창간

�자유문학� 자유문학자협회 

기관지

창간 및 추천제 실시

장부통령저격사건

곽학송 �자유의 궤도� 오영수 �갯마을� 김동인 �견훤� 김영석 �격

랑� 김용제 �이설 김삿갓� 나만식 �최후의 심판� 김학철 �고민�

이광수 �병상록�

박계주 �날개 없는 천사� 강소천 �해바라기 피는 마을� �종소리�

김신철 �장미꽃� 박계주 �날개 없는 천사� 박목월 �동시 교실� 여

운교 �그리운 노래� 윤석중 �사자와 쥐� �노래동산� 임인수 �이상

한 풍금�

최일민 역 �헷세시집� 김원기 역 �쥐킬박사와 하이드� 장만영 역

�남구 南歐 시집� 박춘갑 역 �희망의 아침� 이창규 역 �나치쓰의 정

부� 조흔파 역 �골목대장� 서황순 역 �쌀� 정봉화 역 �슬픈기행�

김영기 역 �마르코 포로 대여행기� 최재서 역 �햄맅�



고재승 �솟적새 우는 밤� 공중인 �무지개� 김현승 �김현승시초�

김광섭 �해바라기� 김광균 �황혼가� 김광섭 �해바라기� 김광수

�사과시집� 김동명 �목격자� 김현승 �김현승시초� 장만영 �저녁 

종소리� 김경린 �현재의 온도� 신소야 �표정�

한국시인협회발족 조지훈

박두진 박목월 등 명 회원

�自由春秋� 창간

�기독교사상� 창간

�현대시� 한국시인협회 기

관지 창간 �우리말 큰사전�

완간

김말봉 �푸른 날개� �생명� �꽃과 뱀� 김복순 �우주 전쟁� 김성한

�오분간� 김윤식 �오늘� 김정한 �낙일홍� 박연희 �무사 호동� 정

비석 �모색� �애정무한� �사랑하는 사람들� �슬픈 목가�

김진섭 �생활인의 철학�

강소천 �무지개� �꽃들의 합창� 금수현․이수연 �학생극집� 김신

철 �은하수� 윤석중 �노래선물� 최병칠 역 �헨젤과 그레텔� 손동

인 �병아리 삼형제� 김요섭 �따뜻한 밤� �깊은 밤� �별들이 울리는 

종� 김현송 편 �전설동화집�

장만영 역 �세계애정시선� 방인기 역 �민약론� 정비석 역 �풋사랑�

박목월 역 �향수� 헬만 헷세선집 피천득 역 �섹스피어의 이야기

들� 장왕록 역 �오라 내사랑�

김경옥 �회색의 거리를 걸어간다� 김규동 �갈잎피리� 김남조 �나무

와 바람� 유치환 �유치환시선� �행복은 이렇게 오더니라� 박남수

�갈매기 소묘� 박송죽 �보라빛 의상� 정한모 �카오스의 사족� 김규

동 �현대의 신화� 김춘수 �꽃의 소묘� 이은상 �노산시조선집�

�시와시론� 창간

월간 �신조문학� 창간

월간 �소설계�창간 �사조�

창간 �신문예� 창간

․ 보안법파동

강신재 �희화� 김동리 �사반의 십자가� 김동주 �혼혈아� 김요섭

�따뜻한 밤� 이범선 �학마을 사람들� 오영수 �명암� 정한숙 �묘안

묘심� 김광주 �왕소군� �혼혈아� 박계주 �순애보�

임희재 외 �희곡 인선집�

김진섭 �청천수필평론집� 김춘수 �한국현대시형태론� 서정주 �시

문학개론� 백철 �문학의 개조� 박목월 �보라빛 소묘� 신선규 �현대

시론� 이광수 �문학과 평론� 이태극 �시조개론� 조연현 �문학과 

그 주변� 조윤제 �한국시가의 연구�

피천득 외 �서제여적 대학교수 수필집� 김기진 �김팔봉 수필집� 김

진섭 �인생예찬� 박두진 �시인의 고향� 박목월 �토요일의 밤하늘�

강소천 �인형의 꿈� 김상덕 역 �파리의 인형� 김상옥 �꽃 속에 묻힌 

집� 김성도 역 �황새가 된 임금� 김성도 역 �날아다니는 트렁크�

대구아동문학회 편 �달뜨는 마을� 마해송 �모래알 고금�

이호성 역 �현대영국단편집� 이휘영 역 �암야의 집� 이규헌 역 �까

뮈수필집� 이휘영․방곤․원윤수 역 �표리� 김수영 역 �아리온데의 



사랑� 이호성․박시인 공역 � 헨리선집 마지막잎새� 양병도․최

일민 역 �콕도시집�

김광림 �상심하는 접목� 정한모 �여백을 위한 서정� 김춘수 �부다

페스트에서의 소녀의 죽음� �꽃의 소묘� 김수영 �달나라의 장난�

김윤성 �바다가 보이는 산길� 김윤환 �로타리 부근� 노영란 �흑보

석� 모윤숙 �정경� 유치환 �동방의 느티� 이만선 �무변지대� 정한

모 �여백을 위한 서정�

�문학평론� 창간 �씨나리

오 문학� 창간

�경향신문�폐간처분

�한국사상� 창간

�문학�․�문예� 창간

�서정시� 창간

김광식 �비정의 향연� 선우휘 �불꽃� 손창섭 �낙서족� �비오는날�

이범선 �오발탄� 전광용 �흑산도� 박경리 �표류도� 손소희 �창포 

필 무렵� 박종화 �여인천하� 안수길 �북간도� 이범선 �오발탄�

김진수 등저 �김진수희곡선집� 유치진 �유치진 희곡선집�

곽종원 �문학이란 어떠한 것인가� 김규동 �새로운 시론� 김동욱

�비교문학� 김영수 �문학사조사� 백기만 �씨뿌린 사람들� 서정주

�시문학개론� 양주동 �국문학사� 이어령 �저항의 문학� 임옥인

�문장강화� 장만영 �이정표� 자작시 해설 정병욱 �국문학산고�

정인섭 �한국문단논고�

김요섭 �오 멀고 먼 나라여� 김성도 역 �안데르센 동화 전집� ․ ․

김진태 편 �한국 고전 동화집� 박영종 편 �세계동화전집�

이원수 역 �안델센 동화집� �손오공의 모험 여행� �인어 아가씨�

서광주 역 �백림이여 잘 있거라� 김은옥 역 �파스칼의 생애와 사상�

김창수 역 �현대소설작법� 김광주 역 �사랑스러운 여인� �전쟁과 

평화� �전야� �죄외 벌� �안나 가레니나� �부활� �대위의 딸� 일신

사 편집부 역 �사르트르단편집� 김붕구 역 �문학이란 무엇인가�

고원 �눈으로 약속한 시간에� 고은 �피안감송� 김남조 �정념의 기�

박희진 �실내악� 김윤식 �아직은 체념할 수 없는 까닭� 마종기 �조

용한 개선� 문명관 �동심� 민재식 �속죄양� 박거영 �절정� 박경선

�목장� 박병화 �병엽소곡집� 배병창 �소나기의 종�

계간 �한국시단� 월간 �한

국시� 창간

�시조문학� 창간

�중앙문학� 창간

� � 창간

구자청 �변장여승� 권오갑 �파도는 진종일� 김요섭 �따뜻한 밤�

한말숙 �신화의 단애� 김초 �설야� 박영준 �오늘의 신화� �방관

자� 박화성 �타오르는 별� 방인근 �대도와 보물�

차범석 �껍질이 째지는 아픔 없이는� 연간씨나리오선집간행회 편

�연간씨나리오 선집�

김덕환 �문학개론 김우종 �문학의 이해� 김윤성 �시의 고향� 박노

준 �한용운연구� 박두진 �시와 사랑� 신기형 �한국소설발달사� 이

인모 �문체론� 정인섭 �세계문학산고� 차호원 �현대희곡론� 조윤

제 �국문학개설� 하유상 �시나리오 입문� 이어령 �지성의 오솔길�

한하운 �황토길�



양주동 �문주 반생기 문학 교단 년의 회역� 이광수 �평론 수필집�

김동극 �동시 공부� 김상덕 편 �재미있는 세계 동화� 박영종 

역 �세계동시집� 박홍근 �날아간 빨간 풍선� 손동인 �꽃수레� 유대

건 �두루미선생� 윤석중 �엄마손� �어린이를 위한 윤석중시집�

이어령 �고독한 군중� 현대인의 노우트 �동물회의 동물농장� 김

용락 �사랑아 나는 통곡한다� 김종길 역 �아이반호� 강성일 역 �가

을의 사색� 장만영 역 �세계명시선� 송욱 역 �소설기술론� 김해동 

역 �무기여 잘 있거라�

시 박세영 외 횃불 우리문학사

시 중앙문화협회 편 해방기념시집 중앙문화협회

시 함흥문화건설동맹 해방시집 함흥문화건설동맹

시조 신태화 시조집 삼문사

소설 조명암 현해탄 신생

평론 홍효민 문학개론 일성당

아동 남대우 우리동무 제 집 유인본

번역 양주동 김억 역 지나명시선 제 집 한성도서

번역 유우동 역 괴기 탐정 루팡 삼우출판사

기타 신채호 배달조선 정사 자가본

기타 오억 생활진로 생활과학사

기타 최남선 조선역사 동명사

기타 　 학생작품집 　

기타 　 학생작품집 　

시 권환 동결 건설출판사

시 김경탁 열 취영암

시 김광균 와사등 정음사

시 김광현 외 전위시인집 노동사

시 김기림 바다와 나비 신문화연구소

시 김동석 길 정음사



시 김목랑 흰나비 김목랑시집간행회

시 김석진 풍경서설 　

시 김억 편 소월시초 박문출판사

시 김억 편 애송시집 숭문사

시 김용득 요람 민중서관

시 노두영 편 고압선 강릉문화협회

시 박두진 조지훈 박목월 청록집 을유문화사

시 박세영 산제비 별나라사

시 박세영 외 횃불 해방기념시집 우리문학사

시 박아지 심화 우리문학사

시 박종화 청자부 고려문화사

시 신석초 석초시집 을유문화사

시 오장환 병든 서울 정음사

시 이금필 백합화 연문사

시 이동주 심인섭 정철 오덕 네 동무 예술문화동맹 목포

시 이상로 편 피어린 사월의 증언 대조사

시 이설주 들국화 대구민고사

시 이육사 육사시집 서울출판사

시 이응수 김립시집 유길서점

시 정지용 백록담 보급판 백양당

시 정지용 백록담 특제판 백양당

시 정지용 정지용시집 건설출판사

시 정지용 지용시선 을유문화사

시 정태진 편 아름다운 강산 신흥국어연구회

시 조선문학가동맹시부 삼일기념시집 건설출판사

시 조선청년문학가협회경남본부 편 날개 해방 주년기념시집
조선청년문학가협회

경남본부

시 철야당서점 편 김립시집 철야당서점

시 최용학 홍산시집 신조선사

시 하영원 파종 자가본

시 한연현 민들레 제일출판사

소설 강금종 해방의 날 청년문화사

소설 강제환 삼팔도선에 이상 있다 웅변구락부

소설 계용묵 백치 아다다 대조사

소설 계용묵 병풍에 그린 닭이 조선출판사

소설 귀풍도사 편 가인정담집 야사연구회

소설 김내성 백가면 조선출판사

소설 김동인 김연실전 금룡도서

소설 김동인 태형 대조사

소설 김동인 외 단편집 중 조광사

소설 김송 무기 없는 민족 백민문화사



소설 김영훈 길 동지사

소설 김진복 최후의 복수 중앙출판사

소설 김진복 편 이등박문 죽인 안중근실기 중앙출판사

소설 박영준 목화씨 뿌릴 때 서울타임스사출판국

소설 방인근 괴시체 영인서관

소설 방인근 새출발 근흥인서관

소설 방인근 여학생의 정조 영인서관

소설 보현산인 왜놈이 민비 죽인 이야기 중앙출판사

소설 삼문사 편 스파이의 마수 삼문사

소설 선문사 편 ․ 이후 방송소설걸작집 선문사

소설 신정언 원앙가연 조선출판사

소설 안회남 전원 고려문화사

소설 안회남 외 조선단편문학선집 범장각

소설 야담사 편 명작야담집 백민문화사

소설 윤백남 조선의 마음 계몽구락부

소설 윤승한 님 향한 일편단심 백민문화사

소설 이광수 혁명가의 안해 숭문사

소설 이기영 민촌 건설출판사

소설 이기영 서화 동광당서점

소설 이기영 인간수업 서울타임스사출판국

소설 이무영 흙의 노예 조선출판사

소설 이수영 국제살인사건 보문서관

소설 이우영 국제살인사건 우신상사출판부

소설 이원규 매국노암살사건 영보서관

소설 이태준 돌다리 박문출판사

소설 이태준 사상의 월야 을유문화사

소설 이태준 세 동무 범문사

소설 이태준 이태준단편집 박문출판사

소설 이태준 황진이 동광당서점

소설 이홍기 편 정부한 조선출판사

소설 이효석 이효석단편선 박문출판사

소설 이효석 화분 범문사

소설 이효석 황제 박문출판사

소설 인왕거사 편 조선야사집 야사연구회

소설 임경일 남한산성 백민문화사

소설 장덕조 월하적성 정문관

소설 정비석 고원 백민문화사

소설 정비석 파도 대조사

소설 조광사 편 현대조선문학전집 조광사

소설 조명희 낙동강 건설출판사

소설 채만식 제향날 박문출판사



소설 한설야 이녕 건설출판사

소설 허준 잔등 을유문화사

소설 홍명희 임거정 조광사

희곡 김춘광 단종애사 청춘극장출판부

희곡 김춘광 대원군 청춘극장출판부

희곡 김춘광 미륵왕자 복수편 청춘극장출판부

희곡 김춘광 안중근사기 삼중당

희곡 김춘광 안중근사기 전편 청춘극장출판부

희곡 김춘광 안중근사기 후편 청춘극장출판부

희곡 이규하 김영훈 건국행진곡－해방기념소인극 정의사

희곡 정범수 변천 신농민사

희곡 조영출 위대한 사랑 등사본

희곡 함세덕 동승 박문출판사

평론 김기림 문학개론 문우인서관

평론 김기림 시의 이해 을유문화사

평론 김인형 창조 창조사

평론 박은식 한국통사 삼천각

평론 박치우 사상과 현실 백양당

평론 신고송 소인극 하는 법 신농민사

평론 이희승 조선문학연구초 을유문화사

평론 정비석 소설작법 신대한도서

평론 홍구 편 건설기의 조선문학 조선문학가동맹

수필 김동석 토끼와 시계와 회심곡 서울출판사

수필 김동석 해변의 시 박문출판사

수필 노자영 나의 화환 　

수필 노자영 인생안내 영문사

수필 이광수 외 삼천리강산 삼중당

수필 정기영 진양성전기 晉陽城戰記 비봉학회

수필 조광사 편 현대조선문학전집 －수필편 조광사

아동 강영수 행복한 왕자 정음사

아동 고병돈 편 어린이독본 동문사서점

아동 김상덕 난쟁이 나라와 키다리 나라 영문사

아동 김용환 그림 아협그림얘기책 －흥부와 놀부 조선아동문화협회

아동 김용환 그림 아협그림얘기책 －손오공 조선아동문화협회

아동 김용환 그림 아협그림얘기책 －보물섬 조선아동문화협회

아동 김원용 내 고향 남향문화사

아동 김의환 그림 어린 예술가 조선아동문화협회

아동 김의환 그림 피터어팬 조선아동문화협회

아동 남대우 우리동무 제 집 하동문화협회

아동 마해송 토끼와 원숭이 자유신문사

아동 박목월 박영종동시집 조선아동회



아동 박영종 초록별 조선아동문화협회

아동 박진규 익쌀주머니 우슴동산 문교당

아동 방운용 까치옷 조선아동문화협회

아동 방정환 소파동화독본 조선아동문화협회

아동 변영태 국제문화협회

아동 신고송 백설공주 조선아동문화협회

아동 아동문예춘추사 편
현상작문선집 제 회 전국아동현

상문선집
아동문예춘추사

아동 양우정 편 학년 동요동화집 조선아동문화사

아동 윤석중 어린이 한글책 아협

아동 윤석중 초생달 박문출판사

아동 이승철 똘똘이의 모험 인창서관

아동 이원수 종달새 정음사

아동 이주홍 못난 돼지 경문사

아동 정태병 편 조선동요전집 신성문화사

아동 조광사 편 세계걸작동화집 조광사

아동 조선아동문화협회 편 원숭이재판 문영당

아동 조선아동문화협회 편 해와 달 조선아동순보사

아동 조선아동문화협회동요연구소 편 조선동요백곡집 상
조선아동문화협회

동요연구소

아동 조용만 글 이승만 그림
정몽주전－조선역대위인화첩 제

집
현우사

아동 조지훈 글 조병덕 그림 그림동산 －우리 마을 조선아동문화협회

아동 조풍연 글 김의환 그림 이소프이야기－그림동산 조선아동문화협회

아동 주요섭 글 김의환 그림 웅철이의 모험 조선아동문화협회

아동 최영해 편 이소프 이야기 정음사

아동 학생사 사랑의 학교 학생사

아동 현덕 집을 나간 소년 아문각

아동 현덕 포도와 구슬 정음사

아동 　 걸리버 여행기 조선아동문화협회

아동 　 로빈손 크루소 조선아동문화협회

아동 　 원숭이 조선아동문화보급회

번역 멕켄지 저 황중엽 역 조선의 비극 영창서관

번역 계용묵 역 세계명작동화선 대조사

번역 김광주 이용규 역 노신단편소설집 서울출판사

번역 김시홍 역 빠이론 시집 영창서관

번역 김시홍 역 하이네 시집 영창서관

번역 모리스 쿠 랑 저 김수경 역 조선문화사서설 범장각

번역 오장환 역 에세닌 시집 동향사

번역 유석빈 역 시경초 서울출판사

번역 이명선 역 맨발 선문사



번역 이명선 역 중국현대단편소설선집 선문사

번역 이제편 세계명작에 나타난 사랑의 편지 조선출판사

번역 임규일 역 에솦화 정문관

번역 임학수 편 세계단편선집 신조사

번역 정해진 역 갈리바여행기 정음사

번역 조우 저 김광주 역 뇌우 선문사

번역 학생사 역 어머니를 찾아서 삼천리 학생사

번역 헬만 헷세 저 김준섭 역 싣달타 웅변구락부출판부

기타 김성봉 화랑전기 진주사범학교

기타 박은식 한국독립운동지혈사 서울신문사

기타 방종현 김형규 문학독본 동성사

기타 선문사 편 부부일기 선문사

기타 신채호 조선사론 광한서림

기타 신채호 조선사연구초 연학사

기타 양주동 민족문화독본 상 청년사

기타 양주동 민족문화독본 하 청년사

기타 이범석 저 김광주 역 한국의 분노 광창각

기타 이태준 상허문학독본 백양당

기타 이하윤 편 현대국문학정수 중앙문화협회

기타 정인보 조선사연구 서울신문사

기타 진금도 새만나 서광사

기타 최남선 신정삼국유사 삼중당

기타 최남선 조선독립운동사 동명사

기타 최남선 조선역사 동명사

기타 한글문화보급회 편 한글문예독본 담권 신흥국어연구회

기타 한글문화보급회 편 한글문예독본 첫권 신흥국어연구소

기타 함화진 편 가곡원류 歌曲源流 조선문화관

기타 홍기문 조선문화총화 정음사

시 김경탁 얼 취영암

시 김광균 기항지 정음사

시 김도성 불사른 일기 자가본

시 김동명 삼팔선 문융사

시 김상훈 대열 백우사

시 김수돈 소연가 문예신문사

시 김수환 성황당 고개 문학연구회

시 김억 먼동 틀 제 백민문화사

시 김윤국 그 집 앞 진흥정판사

시 노천명 현대시인전집 동백사

시 모윤숙 옥비녀 동백사

시 모윤숙 풍랑 風浪 정음사

시 박승걸 박승걸시집 상호출판사



시 박팔양 박팔양시집 문화전선사

시 방기환 녹야 자가본

시 서창근 소년시집 서울대예과문예부

시 서창근 어머님의 모습 삼천리인서관

시 설정식 종 백양당

시 신동문 풍선 風船 과 제삼포복 第三匍匐 조선금융조합연합회

시 신석정 슬픈 목가 낭주문화사

시 양명문 송가 중앙문화사

시 여상현 칠면조 정음사

시 여상현 칠면조 건설출판사

시 오장환 나 사는 곳 헌문사

시 오장환 성벽 아문각

시 유치환 생명의 서 행문사

시 윤곤강 대지 풍림사

시 윤곤강 피리 정음사

시 이용악 오랑캐꽃 아문각

시 이희승 박꽃 백양당

시 임화 찬가 백양당

시 임화 현해탄 건설출판사

시 임화 회상시집 건설출판사

시 장만영 유년송 幼年頌 산호장

시 장호 파충류의 합창 아문각

시 정한모 카오스의 사족 蛇足 진성당

시 조선문학가동맹시부 년판 연간조선시집 조선문학가동맹

시 조선문학가동맹시부 시인의 집 낭독시집 시의 밤 조선문학가동맹

시 청파아 조국강산 화성당

시 최남선 조선유람가 동명사

시 표일호 징검다리 정문사

시 피천득 서정시집 상호출판사

시 한덕희 북소리 동백시회

시 한하운 한하운시초 을유문화사

시 황윤섭 규포시집 조선아동회

시조 김상옥 초적 수향서헌

시조 양상경 출범 삼중당

시조 이병기 가람시조집 백양당

시조 조운 조운시조집 조선사

소설 김남천 대하 백양당

소설 김남천 맥 을유문화사

소설 김남천 삼일운동 아문각

소설 김내성 광상시인 동방문화사

소설 김내성 도깨비감투 백조사



소설 김내성 보굴왕 여명각

소설 김내성 진주탑 백조사

소설 김내성 행복의 위치 백조사

소설 김동리 무녀도 을유문화사

소설 김동인 광화사 백민문화사

소설 김만선 인간의 역사 조선금융조합연합회

소설 김사량 풍상 민주조선출판사

소설 김송 편 현역작가 인집 백민문화사

소설 김춘광 검사와 여선생 한흥출판사

소설 김춘광 촌색시 한흥출판사

소설 민소천 양산도 경향출판사

소설 박노갑 사십년 육문사

소설 박종화 민족 전편 예문각

소설 박종화 민족 후편 예문각

소설 박태원 천변풍경 박문출판사

소설 방인근 마도의 향불 덕흥서림

소설 방인근 애정 숭문사

소설 안회남 불 을유문화사

소설 엄흥섭 봉화 성문당

소설 염상섭 모란꽃 필 때－조선문학전집 한성도서

소설 염상섭 삼대 을유문화사

소설 윤백남 홍도의 반생 덕흥서림

소설 이광수 꿈 면학서포

소설 이광수 나 생활사

소설 이광수 도산 안창호 대성문화사

소설 이기영 고향 아문각

소설 이명선 홍경래전 조선금융조합연합회

소설 이무영 향가 동방문화사

소설 이석훈 황혼의 노래 조선출판사

소설 이태준 복덕방 을유문화사

소설 이태준 소년기행 백양당

소설 이태준 해방 전후 조선문학사

소설 조선문학가동맹농민문학위원회 편 토지 아문각

소설 조선문학가동맹소설부위원회 편 년판 조선소설집 아문각

소설 채만식 아름다운 새벽 전편 박문출판사

소설 채만식 채만식집－조선대표작가전집 서울타임스사출판국

소설 최명익 장삼이사 을유문화사

소설 태화서관 편 꿈속의 꿈 태화서관

소설 태화서관 편 무정한 방초 태화서관

소설 한종수 섬색씨 경향출판사

소설 함대훈 청춘보 경향출판사



소설 함대훈 희망의 계절 경향출판사

소설 현덕 남생이 아문각

희곡 유치진 자명고 행문사

평론 권상로 조선문학사 일반프린트

평론 김기림 시론 백양당

평론 김동석 예술과 생활 박문출판사

평론 박영희 문학의 이론과 실제 일월사

평론 백철 문학개론 동방문화사

평론 백철 조선신문학사조사 수선사

평론 양주동 여요전주 을유문화사

평론 이강로 조선문학연구초 동방문화사

평론 이상백 조선문화사연구논고 을유문화사

평론 　 문학비평 조선문학사

수필 고영환 청은수필 동광신문사

수필 김진섭 인생예찬 동방문화사

수필 문일평
호암전집 호암 문일평 선생 유고

제 권 사담 수필 편
일성당

수필 이극로 고투 년 을유문화사

수필 이양하 이양하수필집 을유문화사

수필 이은상 대도론 중앙문화사

수필 이은상 무상 정상장학회

수필 이일선 편 이상촌 농촌문화사

수필 이태준 소련기행 조선문학가동맹

아동 김내성 똘똘이의 모험 난쟁이나라구경편 문구당서점

아동 김내성 똘똘이의 모험 박쥐편 영문사

아동 김송 아름다운 전설 백민문화사

아동 김용환 그림 토끼전－아협그림얘기책 조선아동문화협회

아동 김한배 편 홍순문 그림 어린이 노래 앵무사

아동 노양근 열세 동무 한성도서

아동 동심사 편 재미나는 세계탐험 이야기 동심사

아동 마해송 토끼와 원숭이 상권 청구문화사

아동 마해송 저 김용환 그림 토끼와 원숭이 하권 청구문화사

아동 방운용 나비의 꿈 조선아동문화협회

아동 방정환 역 사랑의 선물－세계명작동화집 하 박문출판사

아동 이영철 소년소설집 고려문화사

아동 이원수 종달새 새동무사

아동 이주홍 못난 도야지 아동사

아동 정홍교 금닭 동화출판사

아동 정홍교 소년기수 동화출판사

아동 조선아동문화협회 편 걸리버여행기－아협그림얘기책 조선아동문화협회

아동 조선아동문화협회 편 소파동화독본 조선아동문화협회



아동 조선아동문화협회 편
우리들노래－제 회 아협당선동

요집
조선아동문화협회

아동 현덕 토끼 삼형제 조선아동문화협회

번역 저 이경하 역 시와 과학 을유문화사

번역 고리키 저 조병암 역 문학론 서울출판사

번역 김억 역 금잔듸 동방문화사

번역 김억 역 꽃다발 박문서관

번역 김희봉 편 국제살인사건 문예서림

번역 누시노프 저 백효원 역 문학의 본질 신학사

번역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저 김희

창 역
보물섬 문예서림

번역 릴케 저 윤태웅 역 소녀의 노래 산호장

번역 모리스 쿠랑 저 김수경 역 조선문화사서설 개척사

번역 미하일 부벤노브 저 주송원 역 봇나무 제 권 외국문서적출판사

번역 변영로 편 영시 진달래숩 국제출판사

번역 보리스고르바또프 저 이석훈 역 항복 없는 백성 창인사

번역
비노그라도프 저 조선문예연구

회 역
문학입문 선문사

번역 송범의 역 골키선집 창인사

번역 아놀드 벤넷트 저 김경보 역 문학입문 수문사

번역 윤영춘 역편 현대중국시선 청년사

번역 이철 골키선집 창인사

번역 임학수 이호근 공역 죄수 백수사

번역 조선문학사 편 문학 비평 조선문학사

번역 조자약 저 김의환 그림 껄리버 여행기 조선아동문화협회

번역 주요섭 역 승리의 날 상호출판사

번역 찰스 램 저 전형국 역 쉑스피어초화집 동심사

번역 코난 도일 저 김내성 역 심야의공포 여명각

번역 톨스토이 저 양우섭 역 성욕록 선문사

번역 톨스토이 저 이석훈 역 부활 대성출판사

번역 홍효민 러시아문학사 동방문화사

기타 월쓰 저 오장환 역 세계문화발달사 건국사

기타 김근수 한글 바로 읽고 바르게 쓰는 법 연학사

기타 김동인 조선사온고 상호출판사

기타 김동인 진역오천년사초집 조선출판사

기타 김영건 어록 백양당

기타 김영제 철창－재소자일화 기독교신문사

기타 김용호 편 년판 예술연감 예술신문사

기타 민태원 갑신정변과 김옥균 국제문화협회

기타 박노식 신조선지리 新朝鮮地理 동지사

기타 방수원 동포에게 호소함 기독교신문사



기타 방종현 김형규 문학독본 동성사

기타 설의식 해방이후 동아일보사

기타 안확 조선무사영웅전 성문당

기타 이명선 조선고전문학독본 선문사

기타 이석훈 문학감상독본 백민문화사

기타 이은상 노산문선 유하출판사

기타 이재욱 독서와 문화 조선계몽문화사

기타 이태준 문장강화 박문출판사

기타 주요섭 김유신 상호출판사

기타 최남선 성인교육국사독본 동명사

기타 최남선 역사일감 동명사

기타 최남선 조선의 산수 동명사

시 고영진 사랑 물레 평문사

시 고영진 제 시집 평문사

시 구석봉 피의 역사 육문사

시 김경린 외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 도시문화사

시 김경옥 회색 悔色 의 거리를 걸어간다 한성도서

시 김기림 기상도 산호장

시 김기림 새노래 아문각

시 김도성 고란초 문영사

시 김동명 하늘 문융사

시 김동명 하늘 문학사상사

시 김붕한 탑 塔 동방문화사

시 김상훈 가족 백우사

시 김상훈 대열 백우사

시 김억 민요시집 한성도서

시 김억 편 소월민요집 산호장

시 김용경 편 베틀노래집 경기공립상업중학교

시 김용호 해마다 피는 꽃 시문학사

시 김윤국 그 집 앞 진흥정판사

시 김춘수 구름과 장미 행문사

시 박문서 소백산 백우사

시 박오양 편 김립시집 동진문화사

시 상민 옥문이 열리든 날 신학사

시 서정주 귀촉도 선문사

시 서태관 황우 자가본

시 설정식 제신의 분노 신학사

시 설정식 포도 정음사

시 신동집 대낮 교문사

시 양명문 화성인 수선사

시 유진오 창 정음사



시 유치환 울릉도 행문사

시 윤계현 외 청과집 동화사

시 윤곤강 살어리 시문학사

시 윤곤강 피리 정음사

시 윤동주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경일인쇄소

시 윤동주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정음사

시 윤영춘 무화과 숭문사

시 윤주영 상형문자 철야당서점

시 이복림 효성 순천건국부인회

시 이설주 방랑기 계몽사서점

시 이원희 옛터에 다시 오니 평화도서주식회사

시 이정기 발자국
대한민족청년단김천

단부

시 이준 이준시집 지문각

시 이효상 산 조선출판사

시 이효상 산제비 조선출판사중앙총회

시 임학수 팔도풍물시집 백민문화사

시 임학수 필부의 노래 고려문화사

시 장만영 유년송 산호장

시 장영창 어느 지역 태양당

시 정진업 풍장 시문학사

시 정훈 피맺힌 연륜 年輪 정음사

시 조벽암 지열 아문각

시 최석두 새벽길 조선사

시 한석헌 함석헌시문집 수선사

시 함석헌 편지 일심프린트사

시조 박종옥 상원시조집 고려문화사

시조 정인보 담원시조 을유문화사

소설 권덕규 을지문덕 정음사

소설 권태익 임진왜란 전편 조선문화연구사

소설 김규택 망부석 경향출판사

소설 김남천 외 단편집 중 한성도서

소설 김내성 마심불심 청운사

소설 김내성 마인 해왕사

소설 김내성 보굴왕 평범사

소설 김동인 단편집 한성도서

소설 김동인 동자삼 금룡도서

소설 김동인 발가락이 닮았다 수선사

소설 김동인 수양대군 숭문사

소설 김동인 운현궁의 봄 한성도서

소설 김동인 토끼의 간 사담집 태극서관



소설 김동인 폭군 박문서관

소설 김만선 압록강 동지사

소설 김말봉 찔레꽃 합동사서점

소설 김송 무기 없는 민족 백민문화사

소설 김송 순정기 일성당

소설 김송 탁류 속에서 신조사

소설 김송 편 명랑소화집 동문사서점

소설 김영석 지하로 뚫린 길 아문각

소설 민소천 비둘기 경향출판사

소설 민태원 무쇠탈 덕흥서림

소설 박계주 처녀지 박문출판사

소설 박노갑 년 육문사

소설 박영만 새로운성 학예사

소설 박용환 연당의 비밀 성문당서점

소설 박태원 성탄제－을유문고 을유문화사

소설 박태원 이순신장군 을유문화사

소설 박화성 고향 없는 사람들 중앙문화보급사

소설 박화성 홍수 전후 백양당

소설 방인근 복수 문운당

소설 방인근 사랑과 결혼 경향출판사

소설 방인근 살인마 조선공업도서

소설 방인근 새 출발 평범사

소설 백제현 노원장 지문각

소설 백철 복면신사 백엽문화사

소설 서정주 김좌진장군전 을유문화사

소설 심훈 상록수 한성도서

소설 안회남 봄이 오면 정음사

소설 양고봉 조선의 안해 평문사

소설 엄흥섭 흘러간 마음 백양사

소설 염상섭 선 금룡도서

소설 염상섭 만세전 수선사

소설 염상섭 신혼기 금룡도서

소설 염상섭 외 해방문학선집 종로서원

소설 윤백남 흑두건 영창서관

소설 윤승한 김유신 숭문사

소설 윤승한 대원군 삼중당

소설 윤태영 사륙신이야기 삼중당

소설 이광수 선도자 태극서관

소설 이광수 스무살 고개 나 청춘 편 생활사

소설 이광수 원효대사 생활사

소설 이광수 유랑 성문당



소설 이광수 이순신 영창서관

소설 이기영 고향 아문각

소설 이기영 어머니 영창서관

소설 이기영 인간수업 문우출판사

소설 이명선 조선문학사 조선문학사

소설 이조승 무정한 기적성 　

소설 이태준 구원의 여상 영창서관

소설 이태준 농토 삼성문화사

소설 이태준 제 의 운명 한성도서

소설 임서하 감정의 풍속 동방문화사

소설 정비석 성황당 금룡도서

소설 정비석 제신제 수선사

소설 정인택 연련기 戀戀記 금룡도서

소설 조광사 단편집 하－현대조선문학전집 조광사

소설 주요섭 사랑 손님과 어머니 수선사

소설 지하련 도정 백양당

소설 채만식 당랑의 전설－을유문고 을유문화사

소설 채만식 잘난 사람들 민중서관

소설 채만식 태평천하 동지사

소설 채만식 외 단편집 상 －조선문학전집 한성도서

소설 최독견 승방비곡 무명사

소설 최정희 천맥 수선사

소설 함대훈 희망의 계절 경향출판사

소설 홍구 유성 아문각

소설 홍명희 임거정－의형제 편 을유문화사

소설 홍명희 임거정－화적 편 을유문화사

소설 홍효민 세종대왕 대성출판사

소설 홍효민 양귀비 삼중당

소설 홍효민 여걸 민비 삼중당

소설 황순원 목넘이 마을의 개 육문사

희곡 김춘광 안중근사기 최후편 극동정보사

희곡 유치진 자명고 행문사

시나리오 안석영 여학생－영화작품집 금룡도서

시나리오 안석영 희망－영화작품집 금룡도서

평론 구자균 조선평민문학사 고려문화사

평론 김기림 문학개론 신문화연구소

평론 김대균 근대문학사조 정음사

평론 김동리 문학과 인간 백민문화사

평론 김사엽 조선문학사 정음사

평론 김영건 문화와 평론 서울출판사

평론 백철 조선신문학사조사 수선사



평론 신남철 전환기의 이론 백양당

평론 양주동 찬 국문학정화 상 민중서관

평론 우리어문학회 국문학사 수로사

평론 윤곤강 시와 진실 정음사

평론 조용만 문학개론 탐구당

평론 황중엽 시작과 진실－배신과 혁명 진성당

수필 김광주 춘우송 백민문화사

수필 김기림 바다와 육체 평범사

수필 김소운 천냥으로 못 사는 보배 중앙출판공사

수필 김용준 근원수필 을유문화사

수필 노천명 산딸기 정음사

수필 동문사서점 편
조선명사서한대집 朝鮮名士書翰

大集
동문사서점

수필 마해송 속 편편상 새문화사

수필 마해송 편편상 片片想 새문화사

수필 마해송 편편상 片片想 한성일보

수필 박원식 청춘잡조 조선금융조합연합회

수필 서광제 북조선기행 청년사

수필 오기영 삼면불 三面佛 －오기영수필집 성각사

수필 이광수 나의 고백 춘추사

수필 이광수 돌벼개 생활사

수필 이광수 춘원서간문범 春園書簡文範 개명서점

수필 현진건 단군성적순례 예문각

아동 강금종 어린 천사 아세아출판사

아동 권태응 감자꽃 글벗집

아동 김사엽 윤상수 방종현 조선민요시성 정음사

아동 김영배 편 봄나라 대양당

아동 김의환 역 어린 예술가 조선아동문화협회

아동 김정의 소공녀 정음사

아동 노양근 열세 동무 한성도서

아동 동지사아동원 편 유관순 동지사 아동원

아동 마해송 토끼와 원숭이 새문화사

아동 문용구 심은정 조풍연 역 설희와 장미 종로서원

아동 박상남 도야지 삼신 대양당

아동 박원수 운동화 동지사

아동 박철 해방 동문사

아동 박태원 이순신 장군 조선아동문화협회

아동 방기환 누나를 찾아서 문화당

아동 방정환 귀먹은 집오리－소파동화독본 조선아동문화협회

아동 서항석 역 그림 없는 그림책 을유문화사

아동 아동문예춘추사 편 현상작문책 금룡도서



아동 윤복진 편 아동문학선집 아동문예원

아동 윤석중 굴렁쇠 수선사

아동 이영철 역 백설공주 글벗집

아동 이영철 역 사랑의 학교 글벗사

아동 이원수 봄 잔치 박문출판사

아동 이원수 어린이 나라 박문출판사

아동 임인수 어디만큼 왔냐 동지사 아동원

아동 임희재 종달새 동문사

아동 정비석 인도동화집 동지사

아동 정비석 역 소공자 정음사

아동 정인택 역 난쟁이 세 사람 동지사 아동원

아동 정현웅 꿈나라의 아리쓰 조선아동문화협회

아동 정홍교 박달방망이 남산소년교호상담소

아동 조풍연 편 김의환 그림 왕자와 부하들 조선아동문화협회

번역 미른 저 양주동 역 미른수필집 을유문화사

번역 오어웰 저 김길준 역 동물농장 국제문화협회

번역 하이디 저 임학수 역 슬픈 기병 을유문화사

번역 강용흘 저 김성칠 역 초당 금룡도서

번역 곽종원 역 쟌발잔 양양사

번역
구라하라 고레히토 藏原惟人 저

김영석 역
예술론 개척사

번역 김상용 편 청구문화사

번역 김상훈 역 역대중국시선 정음사

번역 마로오 저 윤가온 역 집 없는 아이 경향출판사

번역 맨서필드 저 장서언 역 원유희 산호장

번역 메리메 저 이휘영 역 카르멘 을유문화사

번역 메리메 저 전창식 역 배신자 산호장

번역 모리스 루부랑 저 노춘성 역 이억만원의 사랑 문언사

번역 모팟상 저 최완복 역 감람나무밭 을유문화사

번역 문철민 역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서광출판사

번역 문학감상회 편 세계문학선집 중앙서사

번역 박태원 역 중국소설선 정음사

번역 변영로 이하윤 선역 영시선집 동방문화사

번역 변영태 국제문화협회

번역 스탕달 저 이진원 역 연애론 건설출판사

번역 씨모노브 저 곽하신 역 낮이나 밤이나 정음사

번역 아가사크리스티 저 김해랑 역 사인도의 비밀 경향출판사

번역 아동교육연구사 이솦이야기 아동교육연구사

번역 앙드레 지이드 저 김병규 역 좁은 문 을유문화사

번역 앙드레 지이드 저 안응렬 역 전원교향악 을유출판사

번역 양주동 역 시경초 을유문화사



번역 양주동 역 영시백선 백양당

번역 양주동 역 현대영시선 수선사

번역 양주동 편역 세계기문선 청년사

번역 양주동 편역 영국수필선 연수사

번역 양주동 편역 영시백선 연교사

번역 올더스헉슬리 저 김익호 역 반공일 조선문화사

번역 우신사 편 세계명작총서 우신사

번역 윤태웅 하이네연애시집 정음사

번역 이하윤 편역 불란서시선 수선사

번역 임학수 역편 세기 초기 영시집 한성도서

번역 임학수 역편 조선인쇄회사

번역 임학수 역편 블래익시초 산호장

번역 정인섭 역편 대한현대시영역대조집 문화당

번역 조선아동문화협회 편역 로빈손크루소－아협그림얘기책 조선아동문화협회

번역 조선아동문화협회 편역 린큰－그림얘기책 조선아동문화협회

번역 조선아동문화협회 편역 보물섬 조선아동문화협회

번역 조풍연 역 프런더어즈의 개 성문사

번역 주요섭 역 어머니의 사랑－안델센동화선집 수선사

번역 최정우 역 베니스의 상인 박문출판사

번역 코난 도일 저 박도일 역 흡혈귀 상호출판사

번역 코난 도일 저 이석훈 역 바스카아빌의 괴견 야사연구회

번역 코난 도일 저 이석훈 역 심야의 음모 세계서림

번역 코난 도일 저 조용만 역 삼의사

번역 타골 저 임학수 역 초생달 문조사

번역 톨스토이 저 남원 역 행복한 사람들 정문관

번역 톨스토이 저 남훈 역 사람은 얼마만한 토지가 필요한가 여명각

번역 톨스토이 저 최운걸 역 사람은 무엇으로 사나 정음사

번역 프리체 저 김용호 역 예술사회학 대성출판사

번역 필리프 저 이철 역 어머니와 아들 정음사

번역 한남구 역 헷세의 두 단편 동지사

기타 강영수 연애기담 모던출판사

기타 김남수 부부행진곡 갑문당

기타 김동성 미국인상기 국제문화협회

기타 김사림 편 괴기사건실화집 모던출판사

기타 설의식 독립전야 새한민보사

기타 설의식 통일조국 새한민보사

기타 설의식 해방이전 새한민보사

기타 신남철 역사철학 서울출판사

기타 양주동 상주 국문학고전독본 박문출판사

기타 이광수 문장독본 광문서림



기타 이광수 문장독본 대흥출판사

기타 이병기 교주 연안 김씨 의유당일기 백양당

기타 이병기 편 문학독본 상문당

기타 이석훈 편
문학감상독본 특히 문학지망자

를 위하야
백민문화사

기타 이희승 편 역대국문학정화 상 박문출판사

기타 장성옥 편 일 사형수의 참회 치형협회

기타 정지용 문학독본 박문출판사

기타 조윤제 현대문감 대학출판사

기타 조향 편 현대국문학정수 행문사

기타 최남선 역사일감 동명사

기타 최남선 조선의 고적 동명사

기타 최남선 조선의 문화 동명사

기타 최이권 항주여행기 국제문화관

시 고영진 제 시집 평문사

시 김광섭 마음 중앙문화협회

시 김기림 편 이상선집 백양당

시 김병호 황야의 규환 평화당

시 김상옥 고원의 곡 성문사

시 김상옥 이단의 시 성문사

시 김상원 백로 구고산방

시 김수영 외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 도시문화사

시 김영랑 영랑시선 중앙문화협회

시 김영랑 영랑시집 중앙문화협회

시 김철수 추풍령 산호장

시 김평옥 몽로
서울대학교신문사

출판부

시 노천명 노천명－현대시인전집 동지사

시 박거영 바다의 합창 시문학사

시 박두진 해 청만사

시 박두진 조지훈 박목월 청록집 을유문화사

시 박민 산역의 밤 문예신문사

시 박승훈 외별시집 평문사

시 심훈 그날이 오면 한성도서

시 유치환 청령일기 백자사 행문사

시 윤복구 게시판 중앙문화협회

시 이범혁 표정 국학연구회

시 이병철 편 한하운시초 정음사

시 이설주 잠자리 육생사

시 이용악 이용악－현대시인전집 동지사

시 이응수 김립시집 영화시대사



시 이응수 편 김립시집 종삼서방

시 이희승 박꽃 백양당

시 임학수 편 시집－조선문학전집 한성도서

시 정운삼 편 동국학생시집 제 집 동국대학생회문화실

시 정훈 머들령 계림사

시 조문재 편 백양 문화신문사

시 조병화 버리고 싶은 유산 특제판 산호장

시 조병화 버리고 싶은 유산 병제판 산호장

시 천일편집실 제일시집
조선상업은행 천일

부록

시 최기우 동방의 빛 동진문화사

시 최동환 편 여명 문화신문사

시 최자현 편 형상 인시집 시문학사

시 홍성문 발자국 시집 제 호 김천형무소

시조 김남종 남종시조집 자가본

소설 강범형 청춘의 화원 광문서림

소설 계용묵 별을 헨다 수선사

소설 계용묵 청춘도 조선문화교육출판사

소설 광문서림 편 편수미인 광문서림

소설 권태익 임진왜란 후편 광문사

소설 김남천 사랑의 수족관 평범사

소설 김내성 마인 해왕사

소설 김내성 비밀의 문 해왕사

소설 김내성 진주탑 종로서원

소설 김내성 행복의 위치 해왕사

소설 김내성 행복의 위치 해왕사

소설 김동리 황토기 수선사

소설 김동인 깨여진 물동이 삼중당

소설 김동인 배회 단편집 하 박문출판사

소설 김동인 수평선 넘어로 영창서관

소설 김동인 약혼자에게 단편집 상 박문출판사

소설 김동인 운현궁의 봄 한성도서

소설 김동인 화랑도 구 아기네 상 한성도서

소설 김동인 화랑도 구 아기네 하 한성도서

소설 김소엽 갈매기 평문사

소설 김송 남사당 숭문사

소설 김영수 소복 정음사

소설 노일관 살기 좋은 나라 삼중당

소설 노일관 천안삼거리 삼중당

소설 박계주 순애보 박문출판사

소설 박계주 진리의 밤 경향신문사문화부



소설 박완 제 노예 청수사

소설 박종화 금삼의 피 을유문화사

소설 박종화 대춘부 전편 을유문화사

소설 박종화 대춘부 후편 을유문화사

소설 박종화 전야 을유문화사

소설 박종화 청춘승리 수선사

소설 박태원 금은탑－조선문학전집 한성도서

소설 박태원 여인성장 영창서관

소설 박태원 홍길동전 조선금융조합연합회

소설 박현 사랑의 길 영인서관

소설 박화성 백화 덕흥서림

소설 방기환 꽃 필 때까지 문화당

소설 방인근 동방의 새봄 조선공업도서출판사

소설 방인근 방화살인사건 호남문화사

소설 방인근 생의 비극 문운당

소설 방인근 악마 문운당

소설 방인근 애정 숭문사

소설 방인근 여학생의 정조 한흥출판사

소설 방인근 젊은 안해 삼문사

소설 방인근 정조와 여학생 중앙출판사

소설 방인근 청춘야화 한성도서

소설 방인근 혁명가의 일생 삼팔사

소설 방인근 홍운백운 덕흥서림

소설 방인근 화심 한성도서

소설 설정식 청춘 민교사

소설 손소희 이라기 梨羅記 시문학사

소설 신정언 염서방의 횡재 삼중당

소설 신정언 이인기화 삼중당

소설 신정언 이토정의 기화 삼중당

소설 신정언 행운 개척의 사화 삼중당

소설 신태삼 편 인생여로 세창서관

소설 심훈 영원의 미소 한성도서

소설 심훈 직녀성 한성도서

소설 엄흥섭 봉화 상 성문당서점

소설 엄흥섭 봉화 하 성문당서점

소설 엄흥섭 인생사막 학우사

소설 엄흥섭 행복 영창서관

소설 엄흥섭 행복의 위치 영창서관

소설 염상섭 두 파산 일한도서

소설 염상섭 모란꽃 필 때－조선문학전집 한성도서

소설 염상섭 삼대 을유문화사



소설 염상섭 해방의 아들 금룡도서

소설 윤백남 정열의 낙랑공주 삼중당

소설 윤백남 해조곡 영창서관

소설 윤백남 편 조선야사전집 조선사료간행회

소설 윤승한 월광부 삼중당

소설 윤태영 유봉이의 승리 삼중당

소설 이광수 방랑자 중앙출판사

소설 이광수 선도자 태극서관

소설 이광수 애욕의 피안 국문사

소설 이근영 제 노예 아문각

소설 이기영 신개지 세창서관

소설 이무영 먼동이 틀 제 영창서관

소설 이무영 산가－이무영농민문학선집 민중서관

소설 이무영 세기의 딸 동진문화사

소설 이무영 향가－이무영농민문학선집 민중서관

소설 이태준 신혼일기 평범사

소설 이태준 첫전투 문화전선사

소설 임경일 남한산성 한풍출판사

소설 정비석 여인백경 정음사

소설 정비석 장미의 계절 선문사

소설 정비석 장미의 계절 창광사

소설 조선사료간행회 편 조선야사전집 백림사

소설 진흥서림 편 설상가상 진흥서림

소설 채만식 허생전 조선금융조합연합회

소설 채만식 황금광시대 중앙출판사

소설 최독견 첫사랑 국문사

소설 최정희 풍류 잡히는 마을 아문각

소설 한인택 선풍시대－조선문학전집 한성도서

소설 함대훈 폭풍 전야 세창서관

소설 홍효민 구리개기담 삼중당

소설 홍효민 여걸 민비 삼중당

소설 홍효민 인조반정 광문서림

소설 홍효민 인현왕후와 장희빈 삼중당

소설 황건 황건단편집 탄맥 비 祕 문화전선사

희곡 김영수 혈맥 영인서관

희곡 김춘광 미륵왕자 출세편 영인서관

희곡 유치진 흔들리는 지축 정음사

희곡 주암산 향 조선기독교서회

평론 고정옥 국어국문학요강 대학출판사

평론 고정옥 조선민요연구 수선사

평론 김기림 시의 이해 을유문화사



평론 김대균 근대문학사조 정음사

평론 김동석 부르조아의 인간상 탐구당

평론 김삼불 편 이병기 교열 국문학산고도감 신학사

평론 백철 문학개론 동방문화사

평론 백철 조선신문학사조사 현대편 백양당

평론 서정주 외 시창작법 선문사

평론 안확 시조시학 교문사

평론 우리어문학회 국문학개론 일성당서점

평론 유치진 희곡창작법－연극과 생활 개조출판사

평론 조연현 문학과 사상 세계문학사

평론 홍효민 문학개론 일성당서점

수필 김동석 해변의 시 박문출판사

수필 김동석 해변의시 한성도서

수필 김진섭 생활인의 철학 선문사

수필 마해송 편편상 새문화사

수필 모윤숙 렌의 애가 청구문화사

수필 박연수 기우 일심사

수필 정래동 북경시대 평문사

수필 정지용 산문 동지사

수필 최영수 곤비의 서 경향신문사문화부

수필 최재희 인생의 향기 온문사

아동 글벗집 편 깔깔학교 세계소화삼백선 글벗집

아동 김내성 비밀의 가면 청운사

아동 김송 방랑하는 소년 일성당

아동 김송 김용환 아름다운 전설－소년소녀과외독본 광문서림

아동 김철수 동요 짓는 법 고려서적주식회사

아동 김향안 늑대와 약대 신대한도서

아동 박목월 편 현대동시선 한길사

아동 박영종 현대동요선 한길사

아동 박태원 중국동화집 정음사

아동 방기환 꽃필 때까지 문화당

아동 방기환 손목 잡고 문화사

아동 방운용 귀 먹은 집오리 조선아동문화협회

아동 서정주 외 편 소학생문예독본 아동예술원

아동 송경재 역 꽃피는 동산 동지사 아동원

아동 양미림 편 운동화 　

아동 윤복진 꽃초롱별초롱 아동예술원

아동 윤복진 편 아동문학선집 아동예술원

아동 윤석중 어린이 독본 글벗집

아동 윤석중 편 노래동무 조선아동문화협회

아동 이종택 사과장수와 어머니 계몽사



아동 이춘선 편 어린 등대수 백수사

아동 임인수 봄이 오는 날 조선기독교서회

아동 작은돌 편 피노치오 조선아동문화협회

아동 정비석 마음의 꽃다발 수문각

아동 정비석 일곱가지 모험담 정음사

아동 정인택 봄의 노래 동지사 아동원

아동 정인택 하얀 쪽배 신대한도서

아동 정홍교 박달 방맹이 남산소년출판사

아동 최병화 꽃피는 고향 박문출판사

아동 최병화 희망의 꽃다발 민교사

아동 　 느낌 진성당

아동 　 소학생 소년소설 특집 조선아동문화협회

아동 　 은방울 선문사

아동 　 파랑새 조선문화교육출판사

번역 테니슨 저 철야당 역편 추억의 노래 철야당 역편

번역 강봉식 역 영시첫거름 경위사 

번역 고리끼 저 함대훈 역 밤주막
조선공업문화사

출판부

번역 곽말약 윤영춘 소련기행 을유문화사

번역 김상용 편 청구문화사

번역 김억 역 옥잠화 이우사

번역 김우정 역 괴테 시집 동문사서점

번역 김종욱 편 강한 사람들 민교사

번역 누시노프 저 백효원 역 문학원론 문경사

번역 다니엘 데포 저 김상봉 역 로빈손크루스 도서통판사

번역 로젠타리 저 홍면식 역 창작방법론 문경사

번역 방인근 괴도 루팡 의 비밀 상 하 문우당 

번역 빅토르 유고 저 김강주 역 인간무정 숭문사

번역 서경수 김동성 편역 한문학상식 을유문화사

번역 설정식 역 하므렡 백양당

번역 쇼로홉 저 현덕 이홍종 역 고용한 동 대학출판

번역 아랑 저 지태경 역 행복론 아문각

번역 앙드레모로아 저 이목 역 도발된 전쟁 난수사

번역 양주동 편역 문학론 동화출판사

번역 에드가 포우 저 김래성 역 마심불심 해왕사

번역 윤영춘 현대중국문학사 계림사

번역 이경열 역 십오 소년 상 건인문화사

번역 이경열 역 십오 소년 하 건인문화사

번역 이양하 외역 사랑의 시집 　

번역 이파호 역 보드레르 시집 동문사서점

번역 이하윤 편역 현대서정시선 박문출판사



번역 이하윤 편역 현대영국시인집 합동사서점

번역 이호근 한성도서

번역 이휘영 역 불란서단편 인집 서울문화사

번역 입센 저 허집 역 인형의 집
조선공업문화사

출판부

번역 장민수 역 바레리시집 동문사서점

번역 장서언 편 민중서관

번역 장치경 편역 빠이론시집 동문사서점

번역 청황생 역 요부의 말로 동문사서점

번역 최장학 역 천재몽 문진문화사

번역 투르게네프 저 안민익 역 첫사랑 선문사

번역 파금 저 이하유 역 혁명가의 생애 애미사

번역 펄벅 대지 부 학림사

번역 펄벅 무기 없는 백성들 정음사

번역 프리체 저 송완순 역 구주문학발달사 개척사

번역 하이네 저 김금호 역 하이네시집 동문사서점

번역 한흑구 역 현대미국시선 선문사

기타 강효순
이계단 여사의 수기 ․ 혁명 

투사의 모
동지사

기타 고황경 인도기행 을유문화사

기타 김동인 동인사담집 한성도서

기타 김사림 편 국제스파이실화 모던출판사

기타 김사림 편 세계거짓말구락부 모던출판사

기타 김사림 편 응접실 하 모던출판사

기타 김사림 편 일선기자의 고백 모던출판사

기타 김억 에스페란토 속성강좌 수선사

기타 김호익 국제간첩사건 삼팔사

기타 노천명 나의 화환 문예미문춘간집 삼중당

기타 문장연구회 편 문장보감 신창사

기타 민족정경문화연구소 편 친일파군상 삼성문화사

기타 방종현 김형규 문학독본 연학사

기타 설국환 일본기행 수도문화사

기타 설의식 금단의 자유 새한민보사

기타 설의식 응접실 모던출판사

기타 설의식 화동시대 새한민보사

기타 안동원 구주이상국가군 태극서관

기타 안동원 세계일주기 태극서관

기타 양주동 국문학정화 민중서관

기타 양주동 문장독본 수선사



기타 이경남 조선의 유우모아 향학사

기타 이무영 소설작법 영문사

기타 이태준 문장강화 박문출판사

기타 이태준 상허문학독본 백양당

기타 이항신 전후구미역방기 조선 연합회

기타 천일방 사교실 수도문화사

기타 함돈익 편 조선영웅명현전 朝鮮英雄名賢傳 육영사

기타 홍원길 우위낭필 충북문화사

시 경주중학교문예반 편 옥적 경주중학교문예반

시 김광균 외 현대시집 정음사

시 김상용 망향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시 김소월 진달래꽃 숭문사

시 김춘수 늪 문예사

시 김태홍 땀과 장미와 시 흥민사

시 박두진 외 현대시집 정음사

시 서정률 빛 잃은 태양 행문사

시 서정주 편 작고시인선 정음사

시 서정주 편 현대조선명시선 온문사

시 전상렬 피리소리 철야당서점

시 정지용 백록담 동명출판사

시 정지용 외 현대시집 정음사

시 조병화 하루만의 위안 산호장

시 한용운 님의 침묵 한성도서

소설 강범형 청춘의 화원 광문서림

소설 계용묵 별을 헨다 수선사

소설 계용묵 청춘도 조선문화교육출판사

소설 김광섭 편 현역작가 인집 중앙문화협회

소설 김기림 편 이상선집 백양당

소설 김내성 비밀의 문 　

소설 김내성 청춘극장－제 부 청춘의 전설 청춘사

소설 김동리 황토기 수선사

소설 김동인 활민숙 젊은 그들 수문사

소설 김백송 그 여자의 비밀 일신사

소설 김송 남사당 숭문사

소설 김영수 소복 정음사

소설 나만식 무인도의 비밀 계몽사

소설 박완 제 노예 청수사

소설 박종화 다정불심 을유문화사

소설 박종화 청춘승리 수선사

소설 박철민 비밀의 비밀 청춘사



소설 방기환 꽃 필 때까지 문화당

소설 방인근 괴시체 중앙출판사

소설 방인근 그 여자의 사랑 동명문화사

소설 방인근 동방의 새봄 조선공업도서출판사

소설 방인근 방랑의가인 계몽사

소설 방인근 방화살인사건 호남문화사

소설 방인근 생의 비극 문운당

소설 방인근 악마 문운당

소설 방인근 애정 숭문사

소설 방인근 여학생의 정조 한흥출판사

소설 방인근 청춘야화 한성도서

소설 방인근 홍운백운 덕흥서림

소설 손소희 이라기 시문학사

소설 심숭 애생금 정음사

소설 심훈 영원의 미소 한성도서

소설 엄흥섭 인생사막 학우사

소설 엄흥섭 정열기 한성도서

소설 염상섭 해방의 아들 금룡도서

소설 월파 남풍 중앙출판사

소설 유진오 화상보 상 －장편소설전집 한성도서

소설 윤백남 백련유전기－장편소설전집 한성도서

소설 윤승한 월광부 삼중당

소설 윤승한 장희빈 일성당서점

소설 윤태영 유봉이의 승리 삼중당

소설 이광수 단종애사 박문출판사

소설 이광수 사랑 박문출판사

소설 이광수 사랑의 죄 문연사

소설 이광수 선도자 태극서관

소설 이광수 애욕의 피안 국문사

소설 이광수 유정 한성도서

소설 이광수 이차돈의 사 한성도서

소설 이근영 제 노예 아문각

소설 이기영 농막선생
조소문화협회중앙

본부

소설 이기영 순정 세창서관

소설 이무영 무영농민문학선집 민중서관

소설 이윤성 청춘의 정열 계몽사

소설 이태준 신혼일기 평범사

소설 이태준 황진이 교문사

소설 임경일 남한산성 한풍출판사

소설 정비석 고향의 봄 계몽사



소설 정비석 성황당 을유문화사

소설 정비석 여인백경 정음사

소설 정비석 장미의 계절 창광사

소설 채만식 탁류－현대조선문학전집 민중서관

소설 최영수 코 삼팔사

소설 최정희 풍류 잡히는 마을 아문각

소설 최하성 애처의 밀계 명성출판사

소설 한무숙 역사는 흐른다 백양당

소설 한석련 민족의 꽃 고려문화사

소설 함대훈 순정해협－장편소설전집 한성도서

소설 홍원길 의병대장 한봉수 국민일보사

소설 홍효민 여걸 민비 삼중당

소설 홍효민 인조반정 광문서림

소설 홍효민 인현왕후와 장희빈 삼중당

소설 황순원 별과 같이 살다 정음사

희곡 박로아 녹두장군 정음사

희곡 박로아 희곡총서 박로아 편 정음사

평론 김기림 문장론신강 文章論新講 민중서관

평론 김사엽 정송강연구 계몽사서점

평론 김사엽 조선문학사 정음사

평론 김사엽 현대시론 한국출판사

평론 김용호 시문학입문 창인사

평론 김진섭 교양의 문학
조선공업문화사

출판부

평론 박목월 시문학 청록사

평론 백철 조선신문학사조사 현대편 백양당

평론 우리어문학회 국문학사 신흥문화사

평론 이무영 소설작법 영문사

수필 김상용 무하선생방랑기 수도문화사

수필 노자영 인생안내 석담사

수필 노자영 인생안내 홍문서관

수필 모윤숙 렌의 애가 삼중당

수필 오세창 남강이승훈전 南岡李昇薰傳 문교사

수필 을유문화사 편 나는 이렇게 살았다 수난의 기록 을유문화사

수필 전희복 거울 앞에서 문예사

아동 김영일 다람쥐 고려서적

아동 박목월 편 현대명작동요선 산아방

아동 박태원 소년 탐정단 글벗집

아동 손희조 편 선녀의 날개옷 교문사

아동 심은경 역 소년탐정 에밀 북성당

아동 윤병희 어린 용사 가톨릭출판사



아동 윤석중 아침까치 산아방

아동 이성표 신라의 별 북성당

아동 이영철 편 성공한 이들의 소년시대 글벗집

아동 장만영 꽃피는 시절 평범사

아동 조풍연 역 모구리의 모험 북성당

아동 홍은순 은방울 　

아동 홍재필 편 새싹 수영사

번역 호돈 저 주요섭 하이데커 박사의 실험 을유문화사

번역 마로 집 없는 아이 온문사

번역 마르탱 듀가르 저 이휘영 역 회색 노트 조문사

번역 박태원 역 삼국지 정음사

번역 박태원 역 수호전 정음사

번역 빅토르 유고 저 남훈 역 희무정 쨘발챤 온문사

번역 신상순 알리바바와 명의 도적 반딧불사

번역 알폰소 도데 저 염상섭 역 애련 문우당 

번역 양병도 역 콕토 시집－세계명작시인선집 동문사서점

번역
오다카 구니오 尾高邦雄 외 저 김

현제 역
패주병원선의 애욕 육생사

번역 와아즈와즈 저 이능구 역 와아즈와즈시집 동문사서점

번역
윌리암 메도 크롬트 저 국제

사정연구소번역계 역
에디슨전기

국제사정연구소출

판국

번역 윤태영 역 전등신화 진성당

번역 이석훈 역 비밀의 열쇠 개조출판사

번역 조규동 강이홍 역 성과 문학 선문사

번역 조영희 역 푸쉬킨시집 세종문화사

번역 최고 역 흑과 백 광문서림

번역 헬먼 오설 저 오화섭 역 라인강의 감시 문조사

번역 헷세 저 최일민 역 헤루만 헷세 시집 동문사서점

번역 현재덕 역 삼국지 일성당서점

기타 강영수 편 스파이와 스파이 모던출판사

기타 김동인 동인사담집 한성도서

기타 김삼불 교주 배비장전 옹고집전 국제문화관

기타 김종문 편 구월산 국방부정훈국

기타 민병도 편 조선역대여류문집 을유문화사

기타 변영태 국제문화협회

기타 신영철 신문장강화 동방문화사

기타 오신 거리의 정보실 국제문예사

기타 이무영 소설작법 영문사

기타 이홍권 불과 불꽃 정신문화사

기타 임정희 학생문예 신문학사

기타 정비석 소설작법 신대한도서



기타 지중세 편 최신문학신어사전 삼문사

기타 최남선
국사동양사서양사합편세계역사

요항
국문사

기타 최남선 대한독립운동사 동명사

기타 최남선 우리나라 역사 국문사

시 구경서 폭음 爆音 삼익출판사

시 구상 구상시집 청구출판사

시 김세익 석류 대한문화사

시 김소월 진달래꽃 숭문사

시 김윤수 전선수첩 문총경북지대

시 김춘수 기 旗 문예사

시 모윤숙 풍랑 문성당

시 박거영 악 惡 의 노래 국제신보사출판국

시 박종우 조국의 노래 청구출판사

시 서창수 호롱 청구출판사

시 유근주 전환하는 세대 자유장

시 유치환 보병과 더불어 문예사

시 이동주 혼야 호남공론사

시 이영순 연희고지 정음문화사

시 이용상 아름다운 생명 시문학사

시 이장희 백기만 편 상화와 고월 청구출판사

시 이효상 바다 대건출판사

시 조영암 시산 屍山 을 넘고 혈해를 건너 정음사

소설 강용흘

소설 권태익 임진왜란 계몽사

소설 김내성 백가면 평범사

소설 김내성 부부일기 청운사

소설 김동리 귀환장정 수도문화사

소설 김동인 왕자호동 청춘사

소설 박영준 풍설 문성당

소설 박영준 외 전쟁과 소설－현역작가 인집 계몽사

소설 방인근 방랑의 가인 계몽사

소설 방인근 여자 대학생 계몽사

소설 안회남 한국단편문학선집 수도문화사

소설 염상섭 해방의 아침 　

소설 유진오 화상보 한성도서

소설 이광수 무정 박문서관

소설 이명선 홍경래전 수도문화사

소설 이항열 회상 체신문화협회

소설 장덕조 훈풍 영웅출판사



소설 장인숙 처녀시대 문성당

소설 정비석 청춘산맥 문성당

소설 황순원 기러기 명세당

희곡 구소청 날아가는 공작 삼익출판사

수필 마해송 사회와 인생 세문사

수필 마해송 전진과 인생 흥국연문협회

수필 이은상 민족의 맥박 민족문화사

아동 김성환 꽤돌이 비행사 계몽사

아동 김성환
도마스 목사 얘기 크리스마스 

선물
남향문화사

아동 김성환 도토리 용사 향학사

아동 김송 귀여운 어린이 수도문화사

아동 김영일 소년 기마대 　

아동 방기환 싸우는 어린이 향학사

아동 서덕출 봄편지 자유민보사

아동 어약선 황준성 엄마를 찾아서 동서문화사

아동 이상실 편 발명왕 에디슨 창인사

아동 정병화 즐거운 자장가 명문당

아동 정비석 인도동화집 향학사

아동 정철락 역 알프스의 소녀 　

아동 홍은순 전시 戰時 노래 모음 　

아동 　 왕자와 거지 대양출판사

번역 사이토 다케시 齊藤勇 저 영문학사 연구사

번역 어네스트 헤밍웨이 저 권응호 역 전쟁과 사랑 동서문화사

기타 김송 전시문학독본 계몽사

시 고원 시간표 없는 정거장 협동문화사

시 김관식 낙화집 창조사

시 김도성 갈대 문원사

시 김상화 계산기가 놓여 있는 진찰실 국제신보사

시 김용팔 폐허 광지사

시 김용호 남해찬가 남광문화사

시 김용호 푸른 별 남광문화사

시 김종문 벽 문헌사

시 문도채 쌈지 태문당서점

시 문총구국대 편 전선시첩 국방부정훈국

시 박양균 두고 온 지표 地標 춘추사

시 박일송 주마간산 노농신보사

시 설창수 삼인집 영남문학회

시 신석정 슬픈 목가 대지사

시 신석정 촛불 대지사

시 이덕성 조락의 모닥불 문총사



시 이설주 미륵 춘추사

시 이영순 지령 地靈 문총사

시 이종두 영 嶺 세문사

시 이한직 편 한국시집 대양출판사

시 장호강 총검부 삼성출판사

시 조병화 패각 貝殼 의 침실 정음사

시 조지훈 풀잎단장 창조사

시 허연 새싹 향문사

소설 김광주 결혼도박 금정문화사

소설 김광주 태양은 누구를 위하여 백아사

소설 김기진 심야의 태양 한성도서

소설 김내성 실락원의 별 전편 정음사

소설 김내성 실락원의 별 후편 정음사

소설 김내성 진주탑 청운사

소설 김동리 외 농민소설선집 대한금융조합연합회

소설 김동인 백마강 창문사

소설 김말봉 화려한 지옥 문연사

소설 김송 영원히 사는 것 백영사

소설 나만식 복면의 가인 백조사

소설 마춘서 폭풍의 정열 영화출판사

소설 박계주 진리의 밤 평범사

소설 박계주 호반의 각씨 閣氏 평범사

소설 박종화 월탄문학선 박종화작품집 수도문화사

소설 박태원 홍길동전 백조사

소설 방기환 동첩 童妾 백조사

소설 방인근 괴시체 대지사

소설 방인근 마도의 향불 덕흥서림

소설 방인근 새벽길 계몽사

소설 방인근 쌍홍무 계몽사

소설 방인근 아리랑 삼중당

소설 방인근 여성의 정조 대지사

소설 방인근 원한의 복수 문연사

소설 방인근 인생극장 동신문화사

소설 방인근 인생행로 대지사

소설 방인근 해적 문성당

소설 신태삼 유곽의 누 淚 세창서관

소설 윤백남 후백제 비화 삼중당

소설 이광수 마의태자 박문출판사

소설 이광수 방랑자 대지사

소설 이무영 산가 민중서관

소설 이봉권 방전탑의 비밀 　



소설 이석훈 황혼의 노래 정음사

소설 정비석 색지풍경－정비석장편소설집 한국출판사

소설 정비석 여성전선 한국출판사

소설 정비석 청춘산맥 문성당

소설 최인욱 죄의 고백 백조사

소설 최정희 천맥 광문사

소설 한용우 처녀의 고백 삼성사

소설 황순원 곡예사 명세당

희곡 유치진 원술랑 자유문화사

평론 김동리 문학개론 정음사

평론 김동리 문학과 인간 청춘사

평론 김용호 시문학입문 남광문화사

평론 이병기 국문학전사 신구문화사

평론 이헌구 문학과 자유 삼화출판사

수필 이광수 춘원서간문범 春園書簡文範 삼중당

수필 현수 적치 赤治 년의 북한문단 중앙문화사

수필 홍영의 사라수초 沙羅樹抄 동국출판사

아동 강소천 조그만 사진첩 남향문화사

아동 강소천 조그만 사진첩 강소천 동화집 다이제스트사

아동 김내성 쌍무지개 뜨는 언덕 청운사

아동 김동리 편 새로 뽑은 어린이 독본 일민출판사

아동 김상옥 석류꽃 현대사

아동 김성환 김멍텅구리씨 백조사

아동 김소운 착한 어린이 수도문화사

아동 김송 방랑하는 소년 동아출판사

아동 김요섭 편역 이상한 람프 창조사

아동 김장수 파랑새 삼성출판사

아동 박계주 소년 음악사 수도문화사

아동 서정봉 반딧불 동국문화사

아동 여운교 봄 여름 가을 겨울 호남어린이사

아동 염상섭 채석장의 소년 평범사

아동 유영희 천사가 지키는 아이들 기독교아동문화사

아동 윤석중 노래동산 학문사

아동 이정호 애국 소년 글벗집

아동 이종환 갈매기의 노래 새벗사

아동 전영택 어머니가 그리워서 숭문사

아동 전영택 평화의 왕 숭문사

아동 조풍연 역 소년 탐정 에밀 청구서림

아동 주요섭 역 미운 오리새끼 다이제스트사

아동 최태호 아름다운 이야기 세종문화사

아동 　 떡 먹은 부처님 대양출판사



아동 　 문지기 아들 부레에스 대양출판사

번역
모리스 루부랑 저 조풍연 이선구

편역
기암성－괴기탐정소설 현대사

번역 왈트․휫트맨 저 장영창 역 풀잎속에서 대지사

기타 김혁제 국문편지투 명문당

기타 백길순 명사서한대집 名士書翰大集 대지사

기타 오영진 소군정하의 북한 하나의 증언 중앙문화사

기타 이석훈 편
문학감상독본 특히 문학지망자

를 위하야
세문사

시 고석규 김재섭 초극 세창서관

시 김남조 목숨 수문관

시 김남조 목숨 현대사

시 김상옥 의상 현대사

시 김소운 조선시집 창원사

시 김수돈 우수의 황제 대한문화사

시 김순기 용사의 무덤 동서문화사

시 김순기 이등병 동서문화사

시 김영삼 푸른 섬 동문사서점

시 김종문 불안한 토요일 보문각

시 김춘수 인인 隣人 문예사

시 노영란 화려한 좌표 자유장

시 노일영 호롱불 동해당

시 노천명 별을 쳐다보며 희망출판사

시 박기원 최재형 한화집 寒火集 현대사

시 박두진 오도 午禱 영웅출판사

시 박일송 목련화 한국문화사

시 서정봉 소정시초 현대사

시 서정주 흑산호 우생출판사

시 유근주 투혼에 산다 건국신보사

시 유치환 예루살렘의 닭 산호장

시 이상로 귀로 백조사

시 이설주 유수곡 流水曲 춘추사

시 이원섭 향미사 響尾蛇 문예사

시 이중한 푸른 하늘과 더불어 청춘사

시 이하윤 외 한국해양시집 해군본부

시 이한직 청룡 해병사정훈감실

시 임영창 연륜 창란각

시 임영창 오후의 시 창란각

시 정진업 김해평야 남지문화사

시 한무학 새로운 초의 속도 세계평론사

시 한용운 님의 침묵 한성도서



시 한하운 한하운시초 정음사

시 함석헌 수평선 너머 삼협문화사

시 황양수 문 남광문화사

시조 김오남 김오남시조집 성동공업고등학교

소설 김광주 연애 제 장 수문각

소설 김기진 최후의 심판 세창서관

소설 김내성 괴기의 화첩 청운사

소설 김내성 마인 청운사

소설 김내성 비밀의 문 청운사

소설 김내성 인생화보 청운사

소설 김내성 진주탑 청운사

소설 김내성 청춘극장 청운사

소설 김동인 서라벌 태극사

소설 김말봉 태양의 권속 삼신출판사

소설 김문서 암흑 속의 사랑 문연사

소설 김송 탁류 일문사

소설 김용제 방랑시인 개척사

소설 김춘광 검사와 여선생 중앙출판사

소설 나만식 지하실의 미녀 대동문화사

소설 박영준 그늘진 꽃밭 신한문화사

소설 박영준 애정의 계곡 삼성사

소설 박영준 자살미수 문성당

소설 박용구 안개는 아직도 수도문화사

소설 박용환 흑진주 보문출판사

소설 박현환 도산 안창호 속편 삼협문화사

소설 방인근 결혼비가 세계문화사

소설 방인근 고향산천 삼중당

소설 방인근 명암쌍주곡 평범사

소설 방인근 명일 대지사

소설 방인근 살인범의 정체 제일문화사

소설 방인근 새 출발 삼중당

소설 변해문 변장 탐정 삼성사

소설 신정언 이인의 기화 삼중당

소설 심훈 불사조 한성도서

소설 심훈 상록수 한성도서

소설 심훈 심훈전집 한성도서

소설 안수길 제 인간형 을유문화사

소설 안수길 초련필담 初戀筆談 글벗집

소설 유동열 금메달의 비밀 명성출판사

소설 유동열 쌍둥이의 복수 삼성사

소설 유엽 꿈은 아니언만 덕흥서림



소설 유주현 자매계보 동아문화사

소설 유추강 오성과 한음 동문사

소설 윤백남 낙조의 노래 동문사

소설 윤백남 대도전 세창서관

소설 이광수 그 여자의 일생 영창서관

소설 이광수 그의 자서전 고려출판사

소설 이광수 나 스무살 고개 박문출판사

소설 이광수 흙 한성도서

소설 이무영 녀의 소묘 희망사

소설 이무영 젊은 사람들 문연사

소설 이무영 향가 鄕歌 산호장

소설 이정수 동경 영웅사

소설 이정수 허영의 과실 세문사

소설 이정수 후광도시 광명사

소설 이효석 효석전집 정양사

소설 장덕조 십자로 문성당

소설 정비석 고원 일명 고향의 봄 정양사

소설 정비석 도회의 정열 평범사

소설 정비석 무정무한 삼성사

소설 정비석 서북풍 보문출판사

소설 정비석 성황당 보문출판사

소설 정비석 애연기 보문출판사

소설 정비석 애정무한 삼성사

소설 정비석 청춘의 윤리 평범사

소설 조동화 꽃과 소녀 형설출판사

소설 채만식 황금광시대 청춘사

소설 청춘사 편 현역작가 인집 년의 문학 청춘사

소설 최순택 영원한 사랑 동문사

소설 최인욱 벌레 먹은 장미 세문사

소설 최인욱 저류 흥국연구협회

소설 최태응 전후파 정음사

소설 하상옥 청춘의 윤리 산해당

소설 한인택 선풍시대 한성도서

소설 해군본부정훈감실 편 단편소설집 －정훈문고 해군본부정훈감실

희곡 양호증 보리수 세계문화사

희곡 유치진 나도 인간이 되련다 진문사

평론 강범우 편 문예수첩 항도출판사

평론 김사엽 속담론 대건출판사

평론 김용호 시문학입문 박영사

평론 문예연구회 편 신문학강화 청춘사

평론 백철 신문학사조사 민중서관



평론 이능우 국문학개론 국어국문학회

평론 이헌구 문화와 자유 청춘사

평론 장만영 현대시감상 산호장

평론 정상구 우리나라 현대문학주조사 자유장

평론 조연현 문학개론 고려출판사

평론 조연현 현대한국작가론 문예사

평론 조지훈 시의 원리 산호장

평론 하구천 사조개설 思潮槪說 세문사

수필 변영로
명정 酩酊 사십년 무류실태기

無類失態記
서울신문사

아동 강소천 꽃신 강소천 동화집 문교사

아동 강소천 진달래와 철쭉 다이제스트사

아동 김내성 꿈꾸는 바다 새벗사

아동 김일로 꽃씨 항도출판사

아동 김현송 편 아름다운 전설 청춘사

아동 마해송 떡배 단배 학원사

아동 박성하 역 하얀 새 명세당

아동 안성진 편 세계 명작 교육 동화집 기독교아동문화사

아동 윤석중 아동연구소 편 내가 겪은 이번 전쟁 박문출판사

아동 이원수 숲속 나라 신구문화사

아동 이정호 애국 소년 글벗집

아동 이종택 사과와 어머니 이종택 동시집 계몽사

아동 이춘우 어린이 다이제스트 다이제스트사

아동 장도빈 우리나라 십이위인 국사원

아동 정비석 홍길동전 대양출판사

아동 　 참 재미있는 아름다운 이야기 자선사

번역 웰스 저 조규동 역 세계문화사개론 대중문화사

번역 블라지미르 뽀뽀브 저 변문식 역 강철과 광재 연변교육출판사

번역 이랑 골 끄레르 골 저 양병식 역 연애시집 동문사

번역 장만영 역 독일시집 정양사

번역 존 메이시 저 백철 역 문학강화 민중서관

번역 톨스토이 저 계용묵 역 참회록 우생출판사

기타 계용묵 편 문장사전 고려출판사

기타 김동리․조연현 편 현대문예독본 정음사

기타 김용호 편 문장독본 남광문화사

기타 박목월 문장강화 계몽사

기타 이광수 문장독본 청록사

기타 장만영 편 고등문예독본 대양출판사

기타 장만영 편 중학생 문예독본 대양출판사

시 강욱 태양을 위한 환상 공동문화사

시 고석규 김재섭 초극 삼협문화사



시 고원 이율 二律 의 항변 시작사

시 김경수 꽃과 바다 형설문화사

시 김규동 외 평화에의 증언 현대시 인집 공동문화사

시 김남조 목숨 수문각

시 김대현 청사 靑史 창문사

시 김동명 진주만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시 김소월 님의 노래 문성당

시 김송월 풀벼개 계몽사

시 김요섭 체중 문성당

시 김용제 산무정 대신문화사

시 김용호 편 한국애정명시선 문성당

시 김용호이설주편 현대시인선집 상 문성당

시 김용호이설주편 현대시인선집 하 문성당

시 김춘수 제일시집 문예사

시 김태홍 창 窓 자유문화사

시 김형기 무너진 지층 한국출판사

시 노문천 미이라 박문출판사

시 동국대학교 편 동국시집 동국대학교

시 박철석 목련 영남문학회

시 박철석 목련화 영남문학회

시 백길순 김립시집 대지사

시 석계향 기억의 단면 세문사

시 송욱 유혹 사상계사

시 신동집 서정의 유형 영웅출판사

시 유근주 항전 국민보사

시 유치환 청마시집 문성당

시 유치환 이설주 편 년판 연간시집 문성당

시 윤영춘 하늘은 안다 문연사

시 이광수 춘원시가집 경진사

시 이덕성 호흡 시작사

시 이병선 개선을 지르고 충남선전사

시 이봉순 반딧불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시 이상덕 강변촌 자가본

시 이설주 순이의 가족 문성당

시 이성환 별과 나 동서문화사

시 이영도 청저집 靑苧集 문예사

시 이종학 꽃밭 희문사

시 이창환 애상 입성사

시 이효상 인생 대건출판사



시 장원석 인간에의 초대 명성출판사

시 장호강 쌍룡고지 쌍룡부대

시 정규남 문 향도출판사

시 정훈 파적 학우당

시 조병화 인간고도 산호장

시 조영암 우남찬가 동서문화사

시 조영암 우남찬가 수문각

시 최귀동 젤뜨루다의 사랑 갑진문화사

시 최학규 길 항도출판사

시조 이은상 조국강산 민족문화사

소설 계용묵 별을 헨다 희문사

소설 김내성 괴기의 화첩 육영사

소설 김내성 부부일기 육영사

소설 김내성 진주탑 육영사

소설 김동인 사설집 덕기출판사

소설 김동인 젊은 그들 시작사

소설 김말봉 푸른 날개 형설출판사

소설 김성한 암야행 양문사

소설 김용제 김립 방랑기 개척사

소설 김장수 백마고지 희망출판사

소설 김준환 백화 덕흥서림

소설 나도향 어머니 박문출판사

소설 나도향 젊은이의 봄 박문출판사

소설 박계주 구원의 정화 문흥사

소설 박영준 열풍 세문사

소설 박용구 만월대 정음사

소설 박종화 홍경래 정음사

소설 방인근 범죄왕 문성당

소설 방인근 사랑의 월야 대지사

소설 방인근 장미부인 대중문화사

소설 방인근 화심 한성도서

소설 방인근 황금광 삼성당

소설 안수길 제삼인간형 을유문화사

소설 염상섭 그리운 사랑 문학당

소설 염상섭 취우 을유문화사

소설 염상섭 취우 驟雨 영창서관

소설 오영수 머루 문화당

소설 유승범 제 의 포옹 동문사

소설 윤백남 낙조 落照 의 노래 동문사

소설 윤백남 야화 삼팔사

소설 이관 무한풍차 신지사



소설 이광수 단종애사 박문출판사

소설 이광수 마의태자 경진사

소설 이광수 사랑 상 박문출판사

소설 이광수 사랑의 죄 고려출판사

소설 이광수 애욕의 피안 문연사

소설 이광수 원효대사 경진사

소설 이노인 백장미 보문당

소설 이무영 농민 대한금융조합연합회

소설 이효석 화분 문연사

소설 장덕조 광풍 인화출판사

소설 장덕조 여인애가 영웅출판사

소설 장덕조 여자 삼십대 인화출판사

소설 정비석 번지 없는 주막 향문사

소설 정비석 색지풍경 한국출판사

소설 정비석 세기의 종 세문사

소설 정비석 인생여정 문오사

소설 정비석 자유부인 정음사

소설 정비석 청춘산맥 상 이론사

소설 정비석 청춘산맥 하 이론사

소설 정비석 호롱불 동아문화사

소설 정비석 홍길동전 대양출판사

소설 조영암 한국대표작가전 영문사

소설 조흔파 봄은 도처에 인화출판사

소설 조흔파 청춘유죄 고려출판사

소설 주요섭 사랑 손님과 어머니 을유문화사

소설 창인사편 현대한국문학전집 제 권 창인사

소설 최정희 녹색의 문 정음사

소설 현진건 무영탑 박문서관

소설 홍효민 신라통일 창인사

소설 황순원 카인의 후예 중앙문화사

평론 곽종원 편 현대세계문학사전 창인사

평론 김사엽 국문학사 정음사

평론 김사엽 현대시론 한국출판사

평론 김춘수 현대시감상 세계 현대시개관 산해당

평론 백철 문학개론 신구문화사

평론 서정주 조지훈 박목월 시창작법 선문사

평론 선문사 편 학생과 문학 선문사

평론 유창돈 국문학사 요해 명세당

평론 윤영춘 문학과 인생 박영사

평론 이능우 국문학 개론 국어국문학회

평론 이능우 국문학개론 문화서관



평론 장만영 저 현대시감상 산호장

평론 조연현 문학입문 창인사

평론 조윤제 조선시가사강 을유문화사

평론 조윤제 한국시가사강 韓國詩歌史綱 을유문화사

수필 김팔봉 심두잡초 心頭雜草 영문사

수필 노천명 나의 생활백서 대조사

수필 노천명 노천명수필집 대조사

수필 변영로 수주수상록 樹州隨想錄 서울신문사

수필 선우휘 귀환 청구출판사

수필 李殷相 저 노산문선 鷺山文選 영창서관

아동 강소천 강소천소년문학선 경진사

아동 강소천 꿈을 찍는 사진관 홍익사

아동 강소천 소년문학선 경진사

아동 강소천 최태호 어린이 문학독본 문화교육출판사

아동 강정안 샘물 교육도서보급회

아동 계용묵 검둥이 우생당

아동 계용묵 지혜 있는 소년 우생당

아동 김성환 그림 사육신 남향문화사

아동 김송 고향 없는 아이들 청춘사

아동 김요섭 역 암굴왕 문성당

아동 노양근 날아다니는 사람 한성도서

아동 노양근 눈먼 소녀 한성도서

아동 박경종 꽃밭 중앙문화사

아동 박귀송 역 트로이성의 목마 인화출판사

아동 박두진 역 어디로 가십니까 문성당

아동 박목월 역 메리 크리스마스 동서문화사

아동 박문출판사 편 학습일기 아동 박문출판사

아동 박영준 역 바보 이봔 인희출판사

아동 박화목 밤을 걸어가는 아이 정음사

아동 방기환 빛나는 소년 용사 문교사

아동 방기환 언덕길 좋은 길 상문사

아동 방인근 소영웅 문성당

아동 방정환 동생을 찾으러 글벗집

아동 방정환 칠칠 七七 단의 비밀 글벗집

아동 유대건 통통배 시작사

아동 윤석중 윤석중 동요 곡집 　

아동 윤석중 저 이솦얘기 발행자불명

아동 이영철 편 얘기 독본 글벗집

아동 이영철 편 재미난 이야기 글벗집

아동 이원수 동 키호테 동명사

아동 이원수 저 숲속 나라 신구문화사



아동 이종환 편 아름다운 꿈 신원사

아동 이주홍 아름다운 고향 남향문화사

아동 이주홍 이순신 장군 남향문화사

아동 이주홍 피리 부는 소년 세기문화사

아동 임석재 홍웅선 편 팥이 영감 백영사

아동 장만영 역 집 없는 아이 동명사

아동 조풍연 편역 굳센 어린이 을유문화사

아동 최인욱 일곱 별 소년 대양출판사

아동 최정희 장다리꽃 필 때 학원사

아동 함처식 꼬마 십자군 대한기독교서회

아동 허연 새싹 호남공론사

아동 홍은표 찢어진 우산 행림서원

아동 　 세 가지 보물 정양사

아동 　 세계명작만화문고 신창사

아동 　 세계명작선집 동국문화사

아동 　 왕소년과 도적 창왕사

번역 저 로미오와 쥬리엩 자선사

번역 힐리어 저 김영철 역 인간의역사 소년세계역사 연구문화사

번역 고리끼 저 함대훈 역 밤주막 양문사

번역 김종길 역 이십세기영시선 二十世紀英詩選 신생문화사

번역 레브 똘스또이 저 서만일 역 전쟁과 평화 조쏘출판사

번역 세로반테스콧로오디 저 이원수 역 동키호오테 삐삐의 모험 동명사

번역
쉑스피어 뚜르계 네프 저 이동

주 박당산 역
로미오와 줄리에트 첫사랑 문성당

번역 양주동 역 시경초 詩經抄 을유문화사

번역 양주동 편역 영시백선 英詩百選 탐구당

번역 이하윤 역
영국애란시선 英國愛蘭詩選 이

하윤역시집 譯詩集
수험사

번역 장만영 역 남구 南歐 시집 정양사

번역 장만영 역 미국시집 정양사

번역 장만영 역 불란서시집 정양사

번역 장만영 역 영국시집 정양사

번역 장만영 역 중국시집 정양사

번역 장만영 역 한국시집 정양사

번역 죠나산스위프트 저 정비석 역 갈리바 여행기 정음사

번역 죤 콜드웰 저 서의돈 역 코리어 스토오리 개조사

번역 카뮤 저 이휘영 역 이방인 異邦人 청수사

번역
푸레데릭ㆍ쩨ㆍ호프맨 저 주요

섭 역

미국현대소설론 자 自 년 

지 至 년
박문출판사

번역 하이베이 저 이봉구 역 로빈․훗드의 모험 문성당

기타 양주동 고가연구 박문출판사



기타 양주동 저
여요전주 麗謠箋注 고가연구 古

歌硏究 속편
을유문화사

기타 이광수 문장독본 덕기출판사

기타 이무영 소설작법 계진문화사

기타 제등옹 齋藤勇 편 세계문학사전 연구사

시 김경수 창조의 노래 새사람사

시 김규동 나비와 광장 산호장

시 김남조 나아드의 향유 남광문화사

시 김영삼 저항의 유성 인간사

시 김종문 불안한 토요일 보문각

시 김종문 시사 詩史 시대 보문각

시 노문천 고몽 孤夢 범조사

시 류정 이봉래 편 한국시인전집 학우사

시 박거영 인간이 그립다 인간사

시 박목월 산도화 영웅출판사

시 박인환 박인환시선집 산호장

시 박인환 선시집 산호장

시 박종국 사어첩 私語帖 동해당

시 박청허 동토 박청허 제 시집 조선일보출판국

시 박치원 하나의 행렬 시작사

시 박치원 하나의 행렬 시작사

시 백상현 석불 앞에서 문춘사

시 서정주 편 작고시인선 정음사

시 서정주 조지훈 박목월 시창작법 선문사

시 석용원 종려 시작사

시 양명문 화성인 장왕사

시 유성윤 꽃 영미사

시 유치환 이설주 편 년판 연간시집 문성당

시 이광수 사랑 문선사

시 이광수 춘원시가집 문선사

시 이동주 강강술래 호남출판사

시 이인석 사랑 청춘사

시 이주일 진중음 희망사

시 이주일 혈화의 전선 희망사

시 이하윤 시집－현대문학전집 한성도서

시 이하윤 이하윤시집－현대문학전집 한성도서

시 이형기 김관식 이상로 해 넘어가기 전의 기도 현대문학사

시 이효상 사랑 양양출판사

시 임인수 땅에 쓴 글씨 새사람사

시 장만영 저 애정시감상 향문사

시 장호강 항전의 조국 인간사



시 전간 저 이순영 편역 전간시선집 조선작가동맹출판사

시 전영택 의 義 의 태양 한국기독교서회

시 정훈 벽오동 학우사

시 조병화 사랑이 가기 전에 정음사

시 최광렬 시와 평론 개인잡지 현대출판사

시 최귀동 인생 숭문사

시 최민순 님 경향잡지사

시 최성연 은어 서울신문사

시 최해운 외 편 현대서정시선 범조사

시 한하운 보리피리 인간사

시 홍성문 문 계몽사

시조 이호우 이호우시조집 영웅출판사

시조 정인보 담원시조 澹園時調 진문사

소설 계용묵 외 단편 인 선집 우생출판사

소설 곽하신 신작로 희망출판사

소설 곽학송 독목교 중앙문화사

소설 권순영 법창의 봄 정음사

소설 김내성 마심불심 육영사

소설 김내성 마인 육영사

소설 김내성 사상의 장미 신태양출판국

소설 김내성 애인 수험연구소

소설 김내성 애인 육영사

소설 김내성 외 명랑소설 인집 창신문화사

소설 김동리 실존무 인간사

소설 김동리 황토기 黃土記 학우사

소설 김동인 젊은 그들 영창서관

소설 김말봉 밀림 영창서관

소설 박영준 그늘진꽃밭 박영준창작집 신한문화사

소설 박용구 진성여왕 혜문사

소설 박종화 금삼의 피 을유문화사

소설 박종화 다정불심 을유문화사

소설 박종화 임진왜란 을유문화사

소설 박진철 구원의 동자 동해당

소설 방인근 그 여자의 비밀 기문사

소설 신채호 저 정필선 역 을지문덕
단재유고출판회 단

재문화사

소설 심숭 애생금 중 범조사

소설 심훈 불사조 한성도서

소설 안동민 생 희문사

소설 안수길 화환 글벗집

소설 오수인 괴지문 향문사



소설 윤백남 야화 野花 원기사

소설 윤백남 홍도 덕흥서림

소설 이광수 마의태자 광영사

소설 이광수 사랑의 동명왕 문선사

소설 이광수 파리 무명 문선사

소설 이무영 역류 을유문화사

소설 이종환 인간보 중앙문화사

소설 이호철 탈향 　

소설 정비석 민주어족 정음사

소설 정비석 월야의 창 정음사

소설 정비석 황진이 정음사

소설 조흔파 애정 삼중주 신태양사

소설 최정희 바람 속에서 인간사

소설 최정희 바람속에서 창작집 인간사

소설 홍영의 애정백서 범조사

희곡 유치진 나도 인간이 되련다 진문사

희곡 유치진 유치진 역사극집－제 집 현대공론사

희곡 유치진 자매 진문사

시나리오 이문교육영화연구소 편
산바람 강바람 국정교과서 취재 

교재영화 시나리오
이문교육영화연구소

평론 　 세계문예사조사
서라벌예술학교

출판국

평론 루이스 저 장만영 역 시학입문 詩學入門 정음사

평론 곽종원 신인간형의 탐구 동서문화사

평론 구자균 한국평민문학사 행림서원

평론 구자균 외 국문학개론 일성당서점

평론 김기동 국문학개론 대창문화사

평론 김덕환 문학체계론 신향사

평론 김동욱 국어국문학사 을유문화사

평론 김동인 춘원연구 春園硏究 정음사

평론 백철 현대평론수필선 증보판 한성도서

평론 백철 저 문학개론 신구문화사

평론 백철 저 신문학사조사 민중서관

평론 백철 편 문예사전 민중서관

평론 오재춘 태극기론 태극출판사

평론 이동윤 세계문화사개론 대지사

평론 이병기 정인승 표준옛글 신구문화사

평론 이석훈 문학과 감상 청춘사

평론 이태극 국민사상과 시조문학 개정증보판 국민사상연구원

평론 이한직 편
세계문학명저해제 世界文學名著

解題
문호사



평론 정인보 담원 국학산고 문교사

평론 정인섭 한국문단논고 韓國文壇論考 동서문화사

평론 조연현 문학개론 인간사

평론 조윤제 국문학개설 國文學槪說 동국문화사

평론 조윤제 편 현대문감 現代文鑑 동국문화사

평론 합동통신전남지사 저명인사선집 호남신문사

수필 김동리 자연과 인생 국제문화사

수필 김소운 삼오당잡필 三誤堂雜筆 진문사

수필 김진섭
생활인지철학 生活人之哲學 김

진섭수필집 金晋燮隨筆集
선문사

수필 김진섭 청천수필평론집 신아사

수필 이광수 사랑하는 영숙에게 문선사

수필 이문희 들장미 서계 曙溪 이문희 수필집 청구출판사

수필 이정화 저 아버님 춘원 春園 문선사

수필 조경희 우화 寓話 조경희 수필집 중앙문화사

수필 천경자 여인소묘女人素描 천경자수필집 정음사

아동 강소천 달 돋는 나라 대한기독교서회

아동 강소천 바다여 말하여 다오 　

아동 김내성 검은 별 대양출판사

아동 김내성 꿈꾸는 바다 육영사

아동 김성환 꺼꾸리군 장다리군 세광사

아동 마해송 씩씩한 사람들 문교부

아동 명학사 역 가리버 여행기 명학사

아동 명학사 역 거지와 왕자 명학사

아동 명학사 역 아리바바와 산적 명학사

아동 문흥사 역 눈의 여왕 문흥사

아동 박영준 안수길 정비석 소년소설집 글벗집

아동 박옥인 아름다운 시절 　

아동 박화목 부엉이와 할아버지 기독교문화관

아동 송대현 마음의 꽃다발 맥구문화사

아동 안성진 교육동화집 기독교아동문화사

아동 안수길 소년 수호지 글벗집

아동 윤춘병 편 사람은 무엇으로 사나 새사람사

아동 이성하 역 엄지공주 명세당

아동 이영철 편 표준 소년 문학 독본 글벗집

아동 이원수 역 아버지를 찾으러 신구문화사

아동 이원수 저 오월의 노래 신구문화사

아동 이주홍 비 오는 들창 현대사

아동 임석재 날이 샛다 풍국학원

아동 전영택 편 세계 명작 동화집 기독교아동문화사

아동 최근학 편 한국 위인들 경학사



아동 최승열 무지개 항도출판사

아동 최태호 리터엉 할아버지 정민문화사

아동 한국아동문학회 편 현대 한국 아동문학 선집 동국문화사

아동 한국은행업무부저축과 편 저축문집 어린이 현상 작품 제 집 한국은행업무부

번역 모강 저 박영준 역 탈출로 脫出路 신태양사

번역 저 권명수 역 한일문화사

번역 로오렌스 저 조규동 역 챠타레이 夫人의 사랑 上 신명문화사

번역 로오렌스 저 조규동 역 챠타레이 夫人의 사랑 下 신명문화사

번역 저 최재서 역주 포우 단편집 한일문화사

번역 저 박목월 역 문학을 지망하는 청년에게 범조사

번역 엘리옽 저 양주동 역 엘리옽 시전집 탐구당

번역 오든 외 저 곽종원 역 나의 신조 구미명사인생관 속 동서문화사

번역 김로만 저 변문식 역 순천에서 발견된 수첩 연변교육출판사

번역 남욱 역 귀여운여인 철야당

번역 루이쓰 보오건 저 김용권 역 이십세기 미국시론 박문출판사

번역 마아가레트․밋철 저 양원달 역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제 권 희문사

번역 모오파쌍 저 김명배 역
휘휘양 孃 오 육편 모오파쌍 단

편선집
정연사

번역
알렉산델듀머 역者 동국문화사

편輯部
삼총사 동국문화사

번역
알렉쎄이 꼬졔브니꼬브 저 변문

식 박재성 공역
생명수 상 하 조쏘출판사

번역 알베에르 카뮤 저 방곤 역 정의의 사람들 우생출판사

번역 양주동 세계기문선 탐구당

번역 유정 역편 세계문학대관 학우사

번역 이골 구으젱코 저 강봉식 역 거인 巨人 사상계사

번역 임어당 편 유광렬 역 중국전기소설집 中國傳奇小說集 진문사

번역 장만영 역 궤에테시집 동국문화사

번역 장만영 역 릴케시집 동국문화사

번역 장만영 역 베르텐느시집 동국문화사

번역 장만영 역 빠이론시집 동국문화사

번역 장만영 역 뻔즈시집 동국문화사

번역 장만영 역 아뽀리네르시집 동국문화사

번역 장만영 역 타고르시집 동국문화사

번역 제임스 페니모어 쿠퍼 작 강정민 역 모히칸 족의 최후 홍인문화사

번역 카뮤 저 이휘영 역 이방인 異邦人 청수사

번역 캐더린 포브 저 박견우 박애린 역 어머니 탐구당

번역 코난 도일 저 김내성 역 심야의공포 육영사

번역 톨스토이 저 방기환 역 인생의 사랑 대동사

기타 강범우 문학총림 이문당

기타 김동명 적과 동지－정치평론집 창평사



기타 노천명 여성서간문독본 女性書簡文讀本 박문출판사

기타 선우훈 저
민족 民族 의 애난 愛難 백오 百

五 의 피눈물
애국동지회서울지회

기타 원흥균 편
글동산 문교부장관 추천 국민학

교 글짓기 부독본
을유문화사

기타 이무영 소설작법 계진문화사

기타 이병기 정인승 백철 편 표준 문예 독본 신구문화사

기타 이정화 아버님 춘원 광영사

기타 한국기독교문학인클럽 편 한국기독교문학선집 대한기독교서회

시 고원 태양의 연가 이문당

시 구상 초토의 시 청구출판사

시 금동식 수변 삼성출판사

시 김경수 최후의 만찬 새로이출판사

시 김관식 김관식시선 자유세계사

시 김동명 진주만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시 김두원 인생유감 대한일보사

시 김상옥 목석의 노래 청우출판사

시 김상조 정조 이론사

시 김소영 새로운 언어 삼우출판사

시 김소월 정본소월시집 정음사

시 김수돈 우수의 황제 산해당

시 김순석 외 창조의 나날 조선작가동맹출판사

시 김시창 손 희문사

시 김악 영토 동해당

시 김영랑 영랑시선 정음사

시 김오남 심영 동인문화사

시 김용호 날개 대문사

시 김용호 편 국민애송시선 한국자유문학자협회

시 김용호 이영순 헝가리비가 한국자유문학자협회

시 김지향 병실 녹양사

시 문덕수 황홀 세계문화사

시 민용환 심영 心影 세창출판사

시 박두진 박두진시선 성문각

시 박병순 낙수첩 落穗帖 항도출판사

시 박양균 빙하 영웅출판사

시 박철석 까마귀 갑진문화사

시 서정주 서정주시선 정음사

시 석용원 잔 신교출판사

시 신동문 풍선과 제삼포복 충북문화사

시 신석정 빙하 정음사



시 신석정 영하 정음사

시 이규남 개벽전야 한국입체이학사

시 이생진 녹벽 해미중학시작반

시 이설주 수난의 장 문성당

시 이설주 애무의 장 문성당

시 이숭자 호심의 곡 현대출판사

시 이육사 육사시집 범조사

시 장만영 밤의 서정 정양사

시 전봉건 편 현대서정시선 계명문화사

시 전상렬 백의제 자유문화사

시 전영경 선사시대 수문사

시 정소파 마을 여자문화사

시 조병화 여숙 정음사

시 조선작가동맹출판사 편 영웅의 별들 조선작가동맹출판사

시 조지훈 조지훈시선 정음사

시 한무학 지진에 떠는 기상대 평문사

시 한하운 한하운시전집 인간사

시 허연 불망비 향문사

시 황양수 오후의 기도 인간사

소설 곽학송 다시 만날 때까지 새싹사

소설 곽학송 자유의 궤도 노동문화사

소설 곽학송 철로 중앙문화사

소설 김기진 통일천하 남향문화사

소설 김내성 마인 삼중당

소설 김동성 편저 대 진기스간 을유문화사

소설 김동인 견훤 박문서관

소설 김문서 악마의 곡선 문연사

소설 김문서 이 하루밤을 장원사

소설 김영석 격랑 조선작가동맹출판사

소설 김용제 이설 김삿갓 문선사

소설 김이석 실비명 청구출판사

소설 김학철 고민 민속출판사

소설 나만식 최후의 심판 문연사

소설 모기윤 편 현대걸작문학선 양문사

소설 박영준 푸른 치마 세문사

소설 박화성 고개를 넘으면 동인문화사

소설 방인근 미인 스파이 대지사

소설 백봉의 사랑의 등불 한풍출판사

소설 백암 인간발견 상서각

소설 서재수 대원군 삼중당

소설 신정언 을지문덕 숭문사



소설 오영수 갯마을 중앙문화사

소설 유일지 혈맹 민족문화사

소설 윤백남 해조곡 영창서관

소설 윤승한 김유신 숭문사

소설 이광수 꿈 광영사

소설 이광수 무정 광영사

소설 이광수 사랑 이차돈의 사 민중서관

소설 이광수 원효대사 광영사

소설 이광수 원효대사 동해당

소설 이광수 원효대사 삼우출판사

소설 이광수 원효대사 이론사

소설 이광수 원효대사 청우출판사

소설 이몽석 삼마선 동아문화사

소설 이무영 년 사상계사

소설 이상 이상전집 제 권 창작집 태성사

소설 이주홍 조춘 세기문화사

소설 장덕조 다정도 병이련가 세문사

소설 정비석 여성의 적 나비야 청산 가자 정음사

소설 정비석 연산군 정음사

소설 정비석 홍길동전 학원사

소설 조영암 신 임거정전 인간사

소설 조정식 학창의 꽃 장원사

소설 한무숙 역사는 흐른다 정음사

소설 한무숙 월훈 정음사

소설 한영기 청춘은 아름다웁다 한성도서

소설 황순원 학 중앙문화사

희곡 김명수 밤차 조선작가동맹출판사

평론 김기동 한국고대소설개론 대창문화사

평론 김동인 춘원연구 신구문화사

평론 김사엽 이조시대의 가요연구 대양출판사

평론 서수생 국문학사 삼광출판사

평론 엄호석 저 조명희 연구 그의 인간과 예술 조선작가동맹출판사

평론 이능우 이조시조사 이문당

평론 이병기 표준국문학사 신구문화사

평론 정상구 현대문학주조사 협동문화사

평론 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 제 부 현대문학사

평론 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 韓國現代文學史 인간사

수필 김준섭 저 구미체류기 歐美滯留記 박영사

수필 이광수 돌벼개 광영사

수필 이광수 병상록 광영사

수필 이병도 두계잡필 斗溪雜筆 일조각



수필 이정화 저 아버님 春園 광영사

수필 이희승 먹추의 말참견 일조각

수필 이희승 벙어리 냉가슴 일조각

아동 강소천 종소리 대한기독교서회

아동 강소천 해바라기 피는 마을 대경당

아동 김성환 박참봉 문화교육출판사

아동 김신철 장미꽃 향문사

아동 모기윤 백두산의 꽃 　

아동 박계주 날개 없는 천사 학원사

아동 박목월 동시 교실 아테네사

아동 방정환 역 사랑의 선물 학급문고간행회

아동 새싹회 편 발명왕 학급문고간행회

아동 송영 해방 전의 조선 아동 문학 교육도서출판사

아동 신지식 하얀 길 산호장

아동 여운교 그리운 노래 향문사

아동 원흥균 까막동이 시청각교육사

아동 유대건 통통배 새로이출판사

아동 윤석중 노래동산 학문사

아동 윤석중 사자와 쥐 학급문고간행회

아동 이두환 편 발자취 기독교아동문화사

아동 이선구 편 한산섬의 달 학급문고간행회

아동 이종택 새싹의 노래 연합출판사

아동 이희복 해바라기 피는 마을 학우사

아동 임인수 이상한 풍금 기독교아동문화사

아동 임춘갑 아름다운 우정 종로서원

아동 정비석 꽃모습 홍자출판사

아동 조흔파 얄개전 학원사

아동 조희관 편 세계 동화 선집 항도출판사

아동 최인화 편 기독교 동화집 주일학교교재사

아동 황광은 날아가는 새 구두 대한기독교서회

아동 　 산바람 강바람 대한출판문화협회

번역 저 조병화 편역 현대시론 現代詩論 정음사

번역 해리슨 저 전재남 양병탁 역 쉐익쓰피어序說 문연사

번역 오우두 저 안동민 역 고아 孤兒 마리이 청문각

번역 나즴 히크메트 저 국립출판사 역 나즴 히크메트 시선집 국립출판사

번역
레오 톨스토이 저 임경민 이봉

덕 역
전쟁과 평화 고려출판사

번역 루이 아라공 김병규 역 공산주의자들 국립출판사

번역 무싸 쟐릴 저 류성근 역 모아비트 옥중 시초 조쏘출판사

번역 미누 드루 에 저 박거영 역 파리의 하늘 인간사



번역
비르질․게올규우 저 이진섭 허

백년 정비석 역
제이의 챤스 정음사

번역 스땅달 저 최창대 역 적 赤 과 흑 黑 현암사

번역 스티븐 크레인 작 박시인 역 주홍훈장 朱紅勳章 홍인문화사

번역 윌리암 화이트 저 오윤복 역
언론인 言論人 의 고백 告白 윌

리암 화이트 자서전 自敍傳
수도문화사

번역 유리 크릐모브 저 현명준 역 기사 조쏘출판사

번역 쟝 바티스트 롯시 저 정봉화 역 사랑과 미움의 노래 홍자출판사

번역 죠셒 웩스버그 저 정봉화 역 번민 을유문화사

번역 톨스토이 저 계용묵 역 예술론 藝術論 희문사

번역 톨스토이 편저 임수일 역 세계명작단편선 世界名作短篇選 수문사

번역
푸 슈킹 저 진화방 역 왈트․

휫트맨 저 장영창 역
푸 슈킹시집 휫트맨시집 대문사

번역 헬렌 켈러 저 허현 역 나의 생활 헬렌 켈러 자서전 수도문화사

기타 계용묵 편 문장사전 고려출판사

기타 김성환 고사리군 문화교육출판사

기타 마산문화연감편찬위원회 편 마산문화연감 마산문화협의회

기타
서울대학교 교양과목교재출판위

원회 국어과분과위원회 편
대학국문선 大學國文選 을유문화사

기타 서정주 시창작교실 인간사

기타 여론문화사 편 시대의 인물 여론문화사

기타 조선작가동맹출판사 편 제 차 조선 작가 대회 문헌집 조선작가동맹출판사

시 고재승 솟적새 우는 밤 광주문화사

시 공중인 무지개 삼천리사

시 구경서 회귀선 중앙문화사

시 구석봉 피의 역사 경향문화사

시 김경린 현대의 온도 도시문화사

시 김광균 황혼가 산호장

시 김광섭 해바라기 자유문학자협회

시 김광수 사파시집 문화사 동강사

시 김규동 나비와 광장 위성문화사

시 김규동 외 평화에의 증언 삼중당

시 김동명 목격자 인간사

시 김두희 율림 栗林 의 정화 김성호

시 김봉룡 다시 살아나는 生命 산호장

시 김소월 소월시선 여원사

시 김소월 진달래꽃 숭문사

시 김시철 임금 林擒 삼천리사

시 김용호 남해찬가 인간사

시 김용호 사랑의 서정시 박영사

시 김윤식 오늘 장문사



시 김윤철 불사조의 나래 신교출판사

시 김종대 조류 김동민

시 김종삼 외 전쟁과 음악과 희망과 자유문화사

시 김창식 촛불과 나와 자가본

시 김평옥 별은 밤마다 정음사

시 김현승 김현승시초 문학사상사

시 박봉우 휴전선 정음사

시 박정온 최후의 서정 정음사

시 박치원 위치 자유문학자협회

시 서영수 별과 야학 범조사

시 서정주 편 작고시인선 作故詩人選 정음사

시 손재준 여정 국민문화사

시 신소야 표정 문성각

시 심훈 그날이 오면 한성도서

시 안장현 어안도 인간사

시 여광렬 편 종소리 한국출판사

시 유정 사랑과 미움의 시 홍자출판사

시 유치환 생명의 서 영웅출판사

시 유치환 제 시집 한국출판사

시 이경훈 추억 인간사

시 이관희 석천시집 자가본

시 이광수 춘원시가집 광영사

시 이기반 두 날개 보광출판사

시 이상로 불온서정 신교출판사

시 이생진 동창화 서산여중고

시 이설주 거화 炬火 문성당

시 이설주 낙수인생 인간사

시 이설주 방랑인 문성당

시 이설주 저 방랑기 放浪記 문성당

시 이재녕 생의 악단 민주교육사

시 인수환 고향 채문사

시 장만영 저녁 종소리 정양사

시 장만영 편 한국시집 정양사

시 장우경 장미의 꿈 자가본

시 장정심 금선 琴線 경천애인사

시 장호 파충류의 합창 시작사

시 조벽암 벽암시선 조선작가동맹출판사

시 조병화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 성문각

시 조병화 서울 조병화 시집 성문각

시 주문돈 잎핀 날에 주문돈 시집 성문각

시 최절로 이랑 금성사



시 추은희 시심의 계절 동아출판사

시 한하운 한하운시전집 인간사

시조 윤선도 저 박성의 역 고산시가 孤山詩歌 정음사

시조 정소파 산창일기 천일출판사

소설 곽학송 다시 만날 때까지 성동문화사

소설 김광식 환상곡 정음사

소설 김기진 통일천하 남향문화사

소설 김내성 마인 문성당

소설 김내성 백조의 곡 여원사

소설 김내성 부부일기 문성당

소설 김내성 실락원의 별 정음사

소설 김내성 인생화보 문성당

소설 김내성 진주탑 삼중당

소설 김내성 청춘극장 문성당

소설 김내성 황금박쥐 학원사

소설 김말봉 꽃과 뱀 문연사

소설 김말봉 생명 동인문화사

소설 김말봉 푸른 날개 남향문화사

소설 김복순 우주 전쟁 개척사

소설 김성한 오분간 을유문화사

소설 김송 그 여자의 말로 한풍출판사

소설 김용제 이태백방랑기 개척사

소설 김월파 무궁화 대동사

소설 김정한 낙일홍 세기문화사

소설 나채운 저 애정의 천리 녹양사

소설 박연희 무사 호동 학원사

소설 박종화 대춘부 을유문화사

소설 박흥민 청춘화첩 대문사

소설 방인근 괴미인 이론사

소설 방인근 원한의 복수 문연사

소설 방인근 정열의 애인 계문출판사

소설 방인근 천고의 비밀 이론사

소설 방인근 행복의 밤 평범사

소설 방인근 혁명가의 일생 평범사

소설 손창섭 비 오는 날 일신사

소설 송지영 청등야화 인간사

소설 심훈 그날이 오면 대한인쇄공사

소설 안동민 문 태백사

소설 안동민 성화 태백사

소설 오영수 갯마을 중앙문화사

소설 이광수 단종애사 광영사



소설 이광수 유정 광영사

소설 이광수 춘원단편소설집 기 광영사

소설 이광수 춘원선집 광영사

소설 이무영 해전소설집 　

소설 이종익 사명대사 통문관

소설 이태준 제 의 운명 하 시작사

소설 이호철 나상 裸像 사상계사

소설 임수일 희생자 홍지사

소설 임옥인 월남전후 여원사

소설 임옥인 후처기 여원사

소설 정비석 낭만열차 동진문화사

소설 정비석 모색 범조사

소설 정비석 사랑하는 사람들 여원사

소설 정비석 슬픈 목가 춘조사

소설 정비석 애정무한 선진문화사

소설 정한숙 묘안묘심 猫眼猫心 정음사

소설 정한숙 애정지대 정음사

소설 조영암 신 임거정전 인문사

소설 조흔파 얄개전 학원사

소설 조흔파 천하태평기 정음사

소설 채만식 탁류 민중서관

소설 최순택 가난의 눈물 지흥문화사

소설 최인욱 행복의 위치 인문각

소설 한무숙 감정이 있는 심연 현대문학사

소설 황순원 인간접목 중앙문화사

평론 구자균 외 국문학개론 일성당서점

평론 백철 이병기 저 국문학전사 國文學全史 신구문화사

평론 신동집 편 괴테의일생 ö 범조사

평론 양염규 한국문학십강 풍천문화사

평론 양주동
현대세계문화독본 現代世界文化

讀本
경향문화사

평론 유세기 시조창법 時調唱法 문화당

평론 이상로 편 문학안내 범조사

평론 장만영 현대시감상 現代詩 鑑賞 도시문화사

평론 장만영 박목월 소월시감상 박영사

평론 조연현 휴일의 의장 인간사

평론 조연현 편저 감상과 비평 평범사

평론 조윤제 국문학사 동국문화사

평론 최재서 저 문학원론 文學原論 춘조사

수필 김기서 미국 여행기 학문사

수필 김정준 저 세계일주기 성문학사



수필 윤영춘 문학과 인생 박영사

수필 이상로 옥석혼화玉石混和 이상노수필집 보문각

수필 전숙희 탕자 蕩子 의 변 辯 연구사

아동 강소천 꽃들의 합창 　

아동 강소천 무지개 대한기독교서회

아동 그로브 윌손 저 전택부 역 과학위인전 문교사

아동 금수현 이수연 학생극집 　

아동 김신철 은하수 향문사

아동 김요섭 깊은 밤 별들이 울리는 종 백영사

아동 김요섭 따뜻한 밤 고려출판사

아동 김현송 편 전설동화집 청춘사

아동 박경종 꽃밭 남향문화사

아동 손동인 병아리 삼형제 한글문예사

아동 여운교 아버지의 선물 향문사

아동 윤석중 노래선물 학문사

아동 이영철 편 미련이 나라 글벗집

아동 최병칠 역 헨젤과 그레텔 홍지사

아동 최병칠 최채원 편
개똥이와 호랑이 한국 전래 동

화집
문화교육출판사

아동 　 세계명작문고 학원사

번역 저 이기석 역 귿바이 미스터 칩스 동인출판사

번역 엘리옽 저 이창배 역 엘리옽 문학론 정연사

번역 기․드․모오팟상 저 최완복 역 감람나무밭 을유문화사

번역 김용권 이철범 역 현대비평문학선집 신교출판사

번역 레이 웨스트 저 곽소진 역 미국의 단편소설 수도문화사

번역 로망 로오랑 저 박정봉 역
인생의비극 철인문호 哲人文豪

의 톨스토이전기 傳記
대동사

번역 리지야 오부호와 저 최동근 역
글루븬 고로도끄 뽈레씨예 사람

들에 대한 이야기
조쏘출판사

번역
마리안 앤더슨 저 세계일보사조

사부 역
찬란한 아침 마리안 앤더슨자서전 세계일보사

번역
마아크 스로님 하아베이 브레이

트 편 문일영 역
사랑이란 것 정음사

번역 마야꼬브스끼 저 리창환 역 마야꼬브쓰끼 선집 조쏘출판사

번역 막심 고리키 저 함대훈 역 밤주막 양문사

번역 막씸 고리끼 저 최호 역 어머니 국립출판사

번역 모리스 르블랑 저 방인근 역 연판상 連判狀 이론사

번역 방인근 역 가면의 무희 이론사

번역 양주동 현대영시선 現代英詩選 현대문학사

번역
엠 예 쉐드린 저 김시학 정재홍 

공 역
쌀띄꼬브 쉐드린선집 조쏘출판사



번역 웨 쟈길료브 저 박기원 역 골루베브 의사 조쏘출판사

번역 임어당 저 이명규 역 폭풍속의 나뭇잎 동학사

번역 장만영 편 영국시집 정양사

번역 장만영 편역 세계애정시선 정양사

번역 쟝 뽀올 싸르뜨르 저 양병식 역 구토 嘔吐 정음사

번역 조철 편 빠이론 한림사

번역 주요섭 외 편역 영미 단편집 한일문화사

번역 톨스토이 저 계용묵 역 참회록 진명문화사

번역 톨스토이 박태목 역 인생안내 삼문사

번역 파울․하이제 저 박종서 역 고집쟁이 처녀 국민문화사

번역 하이네 저 이한직 역
하이네 회상기 그의 젊은날의 

고백
인문각

기타 계용묵 세계문학론 사전 성문사

기타 대학교양국어교재편찬위원회 편 국어－대학교양 문성당

기타 마산문화연감편찬위원회 편 마산문화연감 마산문화협의회

기타 박목월 문장강화 계몽사

기타 조윤제 교주 춘향전 을유문화사

기타 최태호 글짓는 생활 정민문화사

시 엘리오트 외 저 김종길 외 역 세기 시집 동아출판사

시 공중인 조국－시와 사진 예술세계문학사

시 김경수 감람원과 축제와 통곡 한길문화사

시 김경옥 회색의 거리를 걸어간다 시작사

시 김규동 현대의 신화 덕련문화사

시 김기진 외 한국시인선집 이론사

시 김남조 나무와 바람 정양사

시 김대현 옥피리 정음사

시 김동수 노방초 인간사

시 김사림 사파집 思坡集 제일문화사

시 김소월 금잔디 이론사

시 김소월 초혼 박영사

시 김영목 나목과 과수원 성심문화사

시 김영삼 물새와 해녀 중앙문화사

시 김영협 시와 나무에 얽힌 사랑의 기적 삼중당

시 김용제 산무정 山無情 대신문화사

시 김우옥 태양과 지옥의 시 항도출판사

시 김장호 파충류의 합창 동진문화사

시 김종문 인간조형 보문각

시 김지향 막간풍경 녹양사

시 김지향 병실 病室 녹양사

시 김태홍 조류 潮流 의 합창 인간사

시 노문천 고몽 동국문화사



시 노문천 편 임에게 드리는 노래 동국문화사

시 노천명 사랑의 노래 한림사

시 도한호 애가 영주석판

시 모윤숙 렌의 애가 일문서관

시 박거영 고독한 반항자 인간사

시 박남수 갈매기 소묘 춘조사

시 박목월 구름의 서정 박영사

시 박목월 보라빛 소묘 신흥출판사

시 박송죽 보라빛 의상 자가본

시 박현서 인간 홍문도서출판사

시 박화목 시인과 산양 장학출판사

시 박훈산 날이 갈수록 철야당

시 박희선 새앙쥐와 우표 세종문화사

시 석용원 밤이 주는 가슴 형설문화사

시 신동집 제이의 서시 한국출판사

시 신태식 미래를 위한 기도 성미당출판사

시 여영택 담향 淡香 동서문화사

시 유근주 타다 남은 꿈 이론사

시 유치환 유치환시선 정음사

시 유치환 유치환시초 신구문화사

시 윤혜승 애가 동서문화사

시 이규남 숙명의 세좌 금룡도서주식회사

시 이상 이상전집 제 권 시집 태성사

시 이상국 오후의 밀도 상각인쇄사

시 이영순 제삼의 혼돈 인문사

시 이운룡 황무지 자가본

시 이종현 어머니 가톨릭청년사

시 전영경 김산월 여사 신구문화사

시 정영태 검은 태양의 계보 자유장

시 정영협 불모지대 항도출판사

시 정한모 카오스의 사족 범조사

시 정훈 피맺힌 연륜 박영사

시 조병화 사랑이 가기 전에 정음사

시 조병화 석아화 정음사

시 조유로 부동항 청우출판사

시 조지훈 조지훈시집 정음사

시 조지훈 창에기대어 조지훈 수상집 범조사

시 최기형 피의 꽃다발 기독교 문화사

시 최옥자 어머니의 편지 구라파 기행중
수도여자사범대학

출판부

시 최철로 흔적 금성사



시 하한주 골고타 가톨릭청년사

시 한용운 님의 침묵 진명문화사

시 함윤수 사향묘 중앙문화사

시 현대문학사 편 추천시집 推薦詩集 오리문화사

시 홍성문 꽃과 철조망 동서문화사

시조 이병기 이태극 편 현대시조선집 現代時調選集 새글사

시조 이은상 노산시조선집 남향문화사

시조 이은상 노산시조선집 민족문화사

시조 조애영 슬픈 동경 서울신문사

소설 강신재 희화 계몽사

소설 김광식 아름다운 오해 동아출판사

소설 金光植 환상곡 정음사

소설 김광주 왕소군 정음사

소설 김광주 혼혈아 청구서림

소설 김기진 해조음 심야의 태양 외 민중서관

소설 김동리 사반의 십자가 일신사

소설 김동리 실존무 인간사

소설 김동인 동인 전집 정양사

소설 김동인 젊은 그들 정양사

소설 김성필 생일없는 소년 어느고아의 수기 여원사

소설 김요섭 따뜻한 밤 고려출판사

소설 김용제 소월방랑기 素月放浪記 정음사

소설 노영란 마지막 향연 금문사

소설 마해송 요설록 신태양사

소설 박계주 순애보 성문사

소설 박승훈 발 발 발 범문각

소설 박완 행복은 피안의 것 선진문화사

소설 박종화 홍경래 정음사

소설 박화성 사랑 동인문화사

소설 방인근 간호부의 고백 대문사

소설 방인근 독살과 복수 대문사

소설 방인근 명일 대문사

소설 방인근 장미부인의 정체 대상문화사

소설 방인근 청춘야화 한성도서

소설 방인근 외 방랑의 가인 승방비곡 외 민중서관

소설 방인근 저 화심 花心 숭문사

소설 백성훈 소녀의 연가 숭문사

소설 신지식 감이 익을 무렵 성문각

소설 안동민 문 門 태백사

소설 안수길 내일 피는 꽃 글벗집

소설 안수길 제 의 청춘 일조각



소설 염상섭 외 현역작가 인 단편소설집 일한도서

소설 오상원 백지의 기록 동학사

소설 오영수 명암 백영사

소설 유주현 바람 지옥문을 열라 장문사

소설 유주현 태양의 유산 장문사

소설 유추강 양령대군 만유기 동신

소설 윤갑숙 울지 않으련다 건영사

소설 윤백남 보은단유래기 이론사

소설 이광수 그 여자의 일생 광영사

소설 이광수 일설 춘향전 광영사

소설 이광수 허생전 광영사

소설 이만복 황금광 충남문화사

소설 이무영 벽화 문장사

소설 이범선 학마을 사람들 오리문화사

소설 이봉구 외 여수 월남전후 외 민중서관

소설 이상 이상전집 제 권 창작집 태성사

소설 이주홍 요전수 세기문화사

소설 임수일 인간은 돌아오다 동학사

소설 전영택 하늘을 바라보는 여인 정음사

소설 정비석 낭만열차 동진문화사

소설 정비석 낭만열차 서울신문사

소설 정비석 유혹의 강 신흥출판사

소설 정비석 청춘산맥 향도출판사

소설 정한숙 묘안묘심 정음사

소설 정한숙 황진이 정음사

소설 채만식 꽃다운 청춘 중앙출판사

소설 채만식 애정의 봄 대동사

소설 채만식 탁류 민중서관

소설 청춘사 편 소설세계－현역작가 인선 청춘사

소설 최정희 끝없는 낭만 동학사

소설 추식 인간제대 일신사

소설 함대훈 순정해협 구름을 잡으려고 외 민중서관

소설 현재훈 밤 동학사

소설 황순원 잃어버린 사람들 중앙문화사

소설 　 현대조선문학전집 경기문화사

소설 　 현대조선문학전집 단편집 중 녹양사

희곡 주태익 성탄극본집 대한기독교서회

희곡 　 희곡 인선집 성문각

평론 김덕환
문체학 文體學 문장개설 文章

槪說
신향사

평론 김진섭 청천수필평론집 신아사



평론 김춘수 한국현대시형태론 해동문화사

평론 박목월 보라빛 소묘 범조사

평론 백철 문학개론 신구문화사

평론 백철 문학의 개조 신구문화사

평론 신선규 현대시론 인간사

평론 이광수 문학과 평론 광영사

평론 이태극 시조개론 새글사

평론 이헌구 저 문화와 자유 청춘사

평론 장만영 박목월 소월시감상 박영사

평론 정인섭 한국문단론고 韓國文壇論考 신흥출판사

평론 조병화 밤이 가면 아침이 온다 신흥출판사

평론 조선작가동맹출판사 편 고전작가론 조선작가동맹출판사

평론 조연현 문학과 그 주변 인간사

평론 조윤제 한국시가의 연구 을유문화사

평론 최세조 편 소월시감상 성문사

평론 함윤수 최세조 편 소월시감상 양문사

평론 함윤수 최세조 편 소월시감상 양문사

평론 황호근 씨나리오 작법 한국출판사

수필 김기진 김팔봉수필집 경기문화사

수필 김붕구
불문학산고 佛文學散考 현대의 

증인들
신태양사출판국

수필 김은우 실존과생활 김은우 수상집 정음사

수필 박두진 시인의 고향 범조사

수필 박목월 토요일의 밤하늘 범조사

수필 이상 이상전집 제 권 수필집 태성사

수필 이양하 이양하수필집 을유문화사

수필 이영도 춘근집 청구출판사

수필 최건 저 여창유감 旅窓有感 동아출판공사공무국

수필 최민순 저 생명의 곡 경향잡지사

수필 피천득 외 서제여적 대학교수 수필집 경문사

아동 강소천 인형의 꿈 새글집

아동 김내성 똘똘이의 모험 난쟁이나라구경편 문구당서점

아동 김내성 쌍무지개 뜨는 언덕 문성당

아동 김상덕 역 파리의 인형 인문각

아동 김상옥 꽃 속에 묻힌 집 청우출판사

아동 김성도 역 날아다니는 트렁크 동아문화사

아동 김성도 역 황새가 된 임금 동아문화사

아동 대구아동문학회 편 달 뜨는 마을 문예사

아동 마해송 모래알 고금 가톨릭출판사

아동 마해송 저 모래알 고금 경향잡지사

아동 마해송 편 세계소년소녀문학선집 신태양사



아동 박경종 노래하는 꽃 인문각

아동 박경종 노래하는 꽃 박경종 동화집 소년화보사

아동 박목월 불란서 동화집 녹양사

아동 박은종 초롱불 박은종 동시집 인간사

아동 박화목 초롱불 인문사

아동 새싹회 편 위인전 학급문고간행회

아동 송영 저 나는 다시 강을 건너간다 민청출판사

아동 신지식 하얀 길 산호장

아동 안동민 이상한 꿈 경문사

아동 유영희 즐거운 동산 신생사

아동 이석현 어머니 가톨릭청년사

아동 이영철 재미난 얘기책 글벗집

아동 이영철 역 백설공주 글벗집

아동 이영철 편 쌍둥밤 글벗집

아동 이영철 편 요술피리 글벗집

아동 이영철 편 참 재미있는 한국 동화집 글벗집

아동 이영희 책이 산으로 된 이야기 신교출판사

아동 이원수 국민학교 글짓기본 학년 　

아동 이원수 국민학교 글짓기본 학년 　

아동 이원수 국민학교 글짓기본 학년 　

아동 이원수 국민학교 글짓기본 학년 　

아동 이원수 국민학교 글짓기본 학년 　

아동 이원수 국민학교 글짓기본 학년 　

아동 이주홍 후라이 대감의 모험 정음사

아동 정비석 마음의 꽃다발 세광출판사

아동 정비석 파랑새의 꿈 글벗집

아동 주평 파랑새의 죽음 성문각

아동 최계락 편 어린이의 세계문학 ․ 학년 해동문화사

아동 최효섭 성경 동화집 한길문화사

아동 학원문고편집위원회 편 아라비안․나이트 동양고전 학원사

아동 한정동 글 이충근 그림 갈닢피리 청우출판사

아동 홍은표 달나라 옥토끼 문원사

아동 　 세계위인문고 학원사

아동 　 어린이 선물 시조사

번역 까뮤 저 이진구 역 결혼 신양사

번역 린드버그 저 정봉화 역 바다의 선물 을유문화사

번역 스콜 핏츠제랄드 저 이호성 역주 내가 마지막 본 파리 문연사

번역 카푸카 저 정경석 박종서 역 카푸카걸작선 일신사

번역 맨스필드 저 정병조 역 원유회 園遊會 민중서관

번역 알베레스 저 정명환 역 싸르트르의 사상과 문학 신양사

번역 윌슨 저 이성대 역 현대인 일신사



번역 저 홍복유 역 고도우를 기다리며 동화문화사

번역 괴에테 저 이만성 역 파우스트 제 부 신양사

번역 김성한 역 전원교향악 을유문화사

번역 김용호 이영순 홍순민 역 보들레르ㆍ산문시 박영사

번역 로렌스 저 김재남 역 무지개 정음사

번역 롱펠로 저 박은국 역 에반제린 문립사

번역 롱펠로 저 이상로 역 에반제린 사랑의 애사 범조사

번역 보리쓰 고르바또브 저 강필주 역 돈바쓰 조쏘출판사

번역
셰익스피어 저 동국문화사편집

부 역
쉑스피어 명작집 동국문화사

번역 셰익스피어 저 최재서 외 역
햄맅 리어왕 맥베스 오셀로 로

오미오와 쥬리엩
정음사

번역 싸르트르 저 정명환 역 자유의길 벽 정음사

번역
알렉싼드르 챠꼬브스끼 저 강필

주 역
여기는 벌써 아침이다

국립문학예술서적

출판사

번역 알베 르 까뮈 저 이초부 역 페스트 보문각

번역 알베에르 까뮤 저 박광선 역 전락 轉落 일신사

번역 앙리 바르뷰스 저 김병규 역 포화 분대의 일기
국립문학예술서적

출판사

번역 양주동 역 영시백선 英詩百選 탐구당

번역 엔 고골리 저 강정희 역 미르고로드
국립문학예술서적

출판사

번역 엔 오쓰뜨롭쓰끼 저 박정원 역 폭풍의 아들딸
국립문학예술서적

출판사

번역
엘 찌모페예브 엔 웬그로브 공

저 최철윤 역
문예 소사전 조쏘출판사

번역 포올 부우르줴 저 김원기 역 사 死 彰文社

기타 대학국어교재편찬위원회 편 대학국어 신구문화사

기타 박목월 문장강화 계몽사

기타 수문사편집부 편 내일이 밝아오면 수문사

기타 양기철 씨나리오 작법 성문각

기타 이은상 노산문선 영창서관

기타 진성기 편 제주도민요 제 집 발행자불명

시 김경린 외 현대의 온도 한림사

시 김관식 이형기 이상로 해 넘어가기 전의 기도 신구문화사

시 김광림 상심하는 접목 백자사

시 김광섭 모윤숙 노천명 한국시인전집 신구문화사

시 김남조 나아드의 향유 산호장

시 김남조 목숨 정양사

시 김남조 수정과 장미 정양사

시 김동환 해당화 홍자출판사

시 김복용 편 신춘문예당선시집 신지성사



시 김붕한 탑 부여중학교

시 김성애 차원에의 저항 민중여론사

시 김소월 기억 문양사

시 김소월 님의 노래 경문사

시 김소월 님의 노래 박영사

시 김소월 못잊어 성문사

시 김수영 달나라의 장난 춘조사

시 김숙자 하고픈 이야기 여원사

시 김악 키르쿠크의 석유 무등상사

시 김악 키르쿡크의 석유 동원사

시 김억 편 먼 후일 홍자출판사

시 김연시 저 님의 노래 소월 시집 광문사

시 김영랑 영랑시집 박영사

시 김윤성 바다가 보이는 산길 춘조사

시 김윤환 로타리 부근 중앙출판사

시 김종길 편 세계서정시선 성문각

시 김춘수 꽃의 소묘 백자사

시 김춘수 부다페스트에서의 소녀의 죽음 춘조사

시 김해성 바다 제비 중앙문화

시 노영란 흑보석 금문사

시 노일영 호롱불 춘조사

시 노천명 사슴의노래 한림사

시 모윤숙 렌의 애가 일문서관

시 모윤숙 정경 일문서관

시 문헌편찬회 편 한국역대명시전서 문헌편찬회출판부

시 민중서관 편 시집 하 민중서관

시 박경석 등불 대영사

시 박목월 나의 애송시 박영사

시 박목월 난 기타 신구문화사

시 박목월 편 백조의 노래 신태양사

시 박봉우 겨울에도 피는 꽃나무 백자사

시 박시인 휴지 성문각

시 박영사편집부 편 초혼 소월시전재 박영사

시 박영숙 이브의 사념 백영사

시 박영숙 이브의 사념 박영숙 시집 민중서관

시 박재륜 궤짝 속의 왕자 해동문화사

시 박지수 삶의 노래 상구문화사

시 박항식 유역 삼덕문화사

시 배효식 편주의 항해 문림사

시 백시걸 구름에게 구슬에게 정신사

시 변영로 수주시문선 경문사



시 석용원 야간열차 정신사

시 석용원 편 학생애송시집 교문사

시 성기조 있으면 부디 같다 정신사

시 송욱 하여지향 이조각

시 신구문화사 편 한국시인전집 신구문화사

시 신석초 바라춤 통문관

시 심하벽 여유 삼영사

시 안도섭 지도 속의 눈 향문사

시 안장현 어안도 魚眼圖 안장현 시집 인간사

시 양명문 푸른 전설 동신문화사

시 유치환 동방의 느티 신구문화사

시 윤지영 축복 인간사

시 윤지영 축복 祝福 일신사

시 이규남 혈맥 한국입체이학회

시 이만선 무변지대 새길문화사

시 이민영 잃어버린 체온 문호사

시 이병기 이태극 공저 현대시조선총 새글사

시 이성환 구름은 울지도 못한다 태서문화사

시 이승만 우남시집 공보실

시 이순섭 하초 홍지사

시 장국진 지맥 地脈 의 서정 抒情 시집 인간사

시 장만영 꽃잎은 꽃잎끼리 홍자출판사

시 장만영 편 꽃 시집 춘조사

시 장서언 장서언시집 신구문화사

시 전봉건 사랑을 위한 되풀이 춘조사

시 전봉건 신풍토 백자사

시 전상렬 하오 한 시 보문사

시 전영경 나의 취미는 고독이다 현문사

시 정규남 허공에 머리칼 하나 항도출판사

시 정무호 해바라기 씨를 심으며 해동문화사

시 정연길 시인과 시민의 대화 시간 만년장

시 정한모 여백을 위한 서정 신구문화사

시 조구마 실락원의 봄 정연사

시 조병화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 성문각

시 조연현 편 추천작품 전집 제 권 시편 현대문학사

시 조영직 꽃피는 양지 향문사

시 조지훈 역사 앞에서 신구문화사

시 주요한 외 한국시인전집 신구문화사

시 창림사편집부 편 일곱별 애송명시선 창람사

시 최병구 원죄 근처 범문각

시 최승렬 원정 범조사



시 피천득 금아시문선 경문사

시 한용운 님의 침묵 녹양사

시 한하운 보리피리 시집 인간사

시 황양수 시월의 목장 계몽사

시 　 한국시인전집 신구문화사

시 　 한국시인전집 신구문화사

시 　 한국시인전집 신구문화사

소설 　 달밤의 옥퉁소 소리 이론사

소설 강신재 여정 중앙문화사

소설 김광식 비정의 향연 동국문화사

소설 김광주 파도 민중서관

소설 김기진
해조음 海潮音 심야 深夜 의 태

양 太陽 ․기타 其他
민중서관

소설 김동리 황토기 인간사

소설 김송 영원히 사는 것 무화과 그늘 기타 민중서관

소설 김송 청개구리 전음출판사

소설 김용운 두만강 신흥출판사

소설 김용제 소월 방랑기 정음사

소설 김원수 마음의 등불 철리문화사

소설 박경리 표류도 대한교과서

소설 박경리 표류도 漂流島 현대문학사

소설 박계주 대지의 성좌 향문사

소설 박계주 순애보 외 민중서관

소설 박계주 지옥의 시 박영사

소설 박용구 노도 경기문화사

소설 박웅걸 상급전화수 조선작가동맹출판사

소설 박종화 삼국풍류 을유문화사

소설 박종화 여인 천하 여원사

소설 방인근 혁명가의 일생 평범사

소설 방인근 외 방랑의 가인 승방비곡 외 민중서관

소설 서울대학교 문리대문학회 편
이십세기단편선집 二十世紀短篇

選集
경기문화사

소설 선우휘 불꽃 을유문화사

소설 손소희 창포 필 무렵 현대문학사

소설 손소희 태양의 계곡 현대문학사

소설 손창섭 낙서족 일신사

소설 손창섭 비 오는 날 일신사

소설 심훈 외 상록수 영원의 미소 민중서관

소설 안수길 북간도 춘조사

소설 유선아 살아가는 인간 인간사

소설 윤백남 정열 情熱 의 공주 公主 이론사



소설 윤백남 후백제 비화 이론사

소설 이광수 꿈 광영사

소설 이광수 유정 광영사

소설 이몽석 지옥의 문 청록문화사

소설 이범선 오발탄 신흥출판사

소설 이봉구 외 여수 월남전후 외 민중서관

소설 이의경 저 김윤섭 역 압록강은 흐른다 입문사

소설 이의경 저 전혜린 역 압록강은 흐른다 여원사

소설 이태준 별은 창마다 성문사

소설 이항녕 교육가족 수도문화사

소설 이효석 효석전집 춘조사

소설 이효석 효석전집 춘조사

소설 이효석 효석전집 춘조사

소설 이효석 효석전집 춘조사

소설 이효석 효석전집 춘조사

소설 이효석 외 화분 화상보 기타 민중서관

소설 임옥인 월남전후 대문사

소설 임옥인 월남전후 홍자출판사

소설 장덕조 격랑 신태양사

소설 장덕조 낙화암 신태양사

소설 전광용 흑산도 을유문화사

소설 정비석 사랑의 십자가 삼중당

소설 정비석 인생 제 과 춘조사

소설 정비석 화혼 삼중당

소설 정상구 진공의 계절 세기문화사

소설 정치근 내가 만난 여고의 임석영 선생 동학사

소설 정한숙 내 사랑의 편력 현문사

소설 정한숙 시몬의 회상 신지성사

소설 정한숙 암흑의 계절 현문사

소설 정한숙 외 신춘문예 당선소설집 신지성사

소설 채만식 탁류 민중서관

소설 채만식 탁류 하 신구문화사

소설 최서해 외 고국 백치 아다다 날개 동백꽃 민중서관

소설 최요안 은하의 곡 학원사

소설 최인욱 화려한 욕망 외 민중서관

소설 최정희 녹색의 문 끝없는 낭만․기타 민중서관

소설 최희숙 슬픔은 강물처럼 신태양사

소설 한국자유문학자협회 편 소설집ㆍ평론 년 일한도서

소설 현석연 용꿈 삼중당

소설 홍성유 비극은 없다 신태양사

희곡 김진수 김진수 희곡선집 성문각



희곡 유치진 유치진 희곡선집 성문각

희곡 유치진 희곡집 민중서관

희곡 유치진 희곡집 상 민중서관

희곡 최옥주 전중파 戰中派 창작집 청우출판사

시나리오 차완봉 미련 기타 장충도서출판사

평론 강범우 세계문학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정신사

평론 곽종원 문학이란 어떠한 것일까 동서문화사

평론 김규동 새로운 시론 산호장

평론 김기동
이조시대소설론 내용적고찰을 

중심으로 하여
정연사

평론 김동욱 비교문학 신양사

평론 김동인 춘원연구 춘조사

평론 김사엽 송강가사 문호사

평론 김영수 문학사조사 수학사

평론 백기만 씨 뿌린 사람들 사조사

평론 백철 문학의 개조 신구문화사

평론 서정주 시문학개론 정음사

평론 양기철 연기론 법문사

평론 양염규 국문학개설 정연사

평론 양주동 국문학사 대일인쇄소

평론 양희석 현대문예사조론 신아사

평론 유영 현대문학의 가는 길 양문사

평론 유치환 구름에 그린다 신흥출판사

평론 이병기 백철 국문학 전사 신구문화사

평론 이어령 저항의 문학 경지사

평론 이태극 시조개론 새글사

평론 이희승 국문학연구초 을유문화사

평론 임옥인 문장강화 신광사

평론 장만영 이정표 자작시 해설 신흥출판사

평론 장만영 박목월 영랑시감상 박영사

평론 정병욱 국문학산고 신구문화사

평론 정인섭 한국문단논고 신흥출판사

평론 정한모 현대작가연구 범조사

평론 조연현 편 추천작품전집 제 권 평론편 현대문학사

평론 조영암
소월의 밀어 서정시인소월의일

대기
신태양사

평론 조윤제 국문학사 동국문화사

평론 조지훈 시와 인생 박영사

평론 조지훈 시의 원리 신구문화사

평론 최재서 저 영문학사 르네쌍쓰 편 동아출판사

평론 한국자유문학자협회 편 년 사화집ㆍ시론 일한도서



평론 홍일식 육당연구 일신사

수필 김동명 세대의삽화 수필집 일신사

수필
김성진 윤고종 이상로 김향안

최성실

쑥꽃사어록 私語錄 오인수필

집 五人隨筆集
범조사

수필 김형두 내가 본 세계 국제신문사 출판국

수필 민영환 해천추범 海天秋帆 을유문화사

수필 신문학회 편 해외견문기 신문학회

수필 조풍연 세계의 인상 진문사

수필 조풍연 청사수필 晴史隨筆 을유문화사

수필 최석남 장군과 일기 운강수필집 신문화사

수필 한하운 나의 슬픈 반생기 인간사

아동 강소천 꾸러기와 몽당연필 새글집

아동 김상덕 편 한국 동화집 숭문사

아동 김성도 역 그림 동화집 형설출판사

아동 김성도 역 안데르센 동화 전집 어린이사

아동 김성환 부엉이 선생 김성환 만화집 정양사

아동 김요섭
깊은 밤 별들이 울리는 종 김요

섭 동화집
白映社

아동 김요섭 오 멀고 먼 나라여 청록문화사

아동 김진태 편 토끼와 거북 　

아동 김진태 편 한국 고전 동화집 동아출판사

아동 대구아동문학회 편 꽃과 언덕 　

아동 대한기독교 교육협회 편 무지개 강소천 동화집 대한기독교서회

아동 또한밤 저 이영철 역 춤추는 물고기 글벗집

아동 마해송 앙그리께 가톨릭출판사

아동 마해송 앙그리께 경향잡지사

아동 박영종 편 사랑의 집 계몽사

아동 박영종 편 세계동화전집 녹양사

아동 방기환 빛나는 소년 용사 문교사

아동 신지식 하얀 길 박영사

아동 이두환 편 발자취 우리들도 따르자 기독교아동문화사

아동 이봉구 유영희 최효섭 어린이 설교 예화집 백암사

아동 이영철 역 이소프 얘기책 글벗집

아동 이원수 참새 잡던 시절 신구문화사

아동 이원수 역 손오공의 모험 여행 신구문화사

아동 이원수 역 안델센 동화집 계몽사

아동 이원수 역 인어 아가씨 신구문화사

아동 이종택 바다와 어머니 어린이나라사

아동 이종택
바다와 어머니 이종택 세째 동

시집
인간사

아동 이주홍 외로운 쨤보 세기문화사



아동 이주홍 저 피리부는 소년 장편 소년 소설 세기문화사

아동 임석재 편 이야기는 이야기 남소년교호소

아동 조흔파 임거정전 대양출판사

아동 주평 숲속의 꽃신 수문각

아동 최계락 편 꽃씨 해동문화사

아동 최인학 저 노래하는 꽃동산 옥천사

아동 파랑새회 동물들의 합창
이화여자대학교사범

대학 부속국민학교

아동 파랑새회 아기 무궁화
이화여자대학교사범

대학 부속국민학교

아동 학원문고편집위원회 편 미켈란젤로 학원사

아동 한낙원 역 이상한 나라의 에리스 　

번역 슈니즐러 저 박종서 역 미련 박영사

번역 로렌스 저 고원 역 사랑의 시집 인문각

번역 로렌스 저 김병철 역 성과 문학 일한도서

번역 하이네 저 최금출 역 하이네의 일생 대동사

번역 붸르누 저 오유권 역 일간의 세계일주 자유공론사

번역 오우두 저 안동민 역 고아 마리이 교양사

번역
뉴우비 월터 앨른 저 김종

운 역
전후의 영국소설 일한도서

번역 저 강기철 역 인류사의 전개 정음사

번역 저 고석구 황찬호 역 현대소설은 어떻게 읽어야 하나 일한도서

번역 겔할트 하우트만 저 강두식 역 쏘아나의 이단자 선로지기 티일 양문사

번역 고원 역 영미여류시인선 여원사

번역 그레이엄 그린 저 박긍수 역 사랑의 핵심 양문사

번역
글로리아 밴더빌트 저 앤 브리지

즈 그림 김종길 역
사랑의 詩 자유공론사

번역 김소월 저 김동성 역 －김소월시선집 성문각

번역 김수영 김천배 임춘갑 김동길 역 세계일기전집 상권 하권 코리아사

번역 네븰 슈우트 저 임병진 역 그날이 오면 역사의 종말 壯文社

번역 단떼 저 이상로 역편 신곡 대동당

번역 단떼 저 최민순 역 신곡 경향잡지사

번역 데이루이스 저 조병화 역 현대시작법 정음사

번역 도브롤류보브 저 김려화 한형원 역 도브롤류보브 평론집
국립문화예술서적

출판사

번역 도스토에프스키 저 이근섭 역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정음사

번역 동아출판사 편 세계문학전집 동아출판사

번역
디어도어 드라이저 존 스타인베

크 저 양병탁 역
황혼 진주 동아출판사

번역 디킨스 저 이기석 역
이도비화 二都秘話 크리스마스 

캐럴
정음사

번역 라겔료프 저 박계주 역 호반 湖畔 의 각씨 閣氏 진명문화사



번역 라이아나 마리아 릴케 저송영택 역 가을의 서정 동서문화사

번역 록크웰 저 이주순 역 우주의 개척자 아데네사

번역 루 포올 저 박순녀 역 사랑은 아낌없이 인문각

번역
르네 웰렉 오스틴 워어렌 저 백

철 김병철 역
문학의 이론과 실제 신구문화사

번역 리튼 스트레이치 저 권세호 역 에리자베스와 에섹쓰 신양사

번역 마레크 후라스코 저 이백일 역 제팔요일 第八曜日 동학사

번역 마키오 사가에 저 양현문 역 노벨전 傳 덕수출판사

번역 모오팟상 저 전석천 역편 목걸이 모오팟상 단편걸작집 청록문화사

번역 바이런 저 김재붕 역 바이런시집 입문사

번역 뷕키 바움 저 최광렬 역
세상은 아무도 모른다 일명 나

만이 아는 세계
철야당

번역 빠스떼르나크 저 신일철 역

인생여권 人生旅券 일명 一名

안전통행중 安全通行證 빠스떼

르나크의 자서전 自敍傳

박영사

번역 서머세트 모옴 저 이상도 역 람베스의 처녀 경기문화사

번역 서머세트 모옴 저 정병조 역 면도날 과자와 맥주 동아출판사

번역 싸르트르 까뮤 저 박이문 역편 어떻게 사느냐 경지사

번역 쌈머셑 모옴 저 이호성 역 최후의심판 쌈머셑 모옴 걸작선 일한도서

번역
아란 베이트멘 저 손치무 이

대성 역
광상의 성인 한국번역도서

번역
안본말자 安本末子 저 대동문화

사 역

재일 한국소녀의 수기 십세 소

녀의 일기
대동문화사

번역 앙드레 지드 저 정해수 역 배덕자 背德者 덕수출판사

번역 앙드레 지이드 저 안응렬 역 전원교향악 田園交響樂 을유문화사

번역 어어윈 쑈 저 김성한 역 젊은 사자들 을유문화사

번역 에룬스트 옵펠트 저 한우근 역
조선기행 지리 역사 산물 상업

상태 언어와 풍속 국법과 정체
문교부

번역 에밀리 부런티 저 안동민 역 폭풍의 언덕 상 여원사

번역 에밀리 부런티 저 안동민 역 폭풍의 언덕 하 여원사

번역 엘․가드너 저 유효천 역 신부의 호기심 상 아동문화사

번역 오화섭 외 편 현대영미단편소설감상 한일문화사

번역 올터스 헉슬리 편 김우탁 역 연애대위법 戀愛對位法 동아출판사

번역 올틔이 저 동국문화사편집부 역 분홍꽃 동국문화사

번역 요한 뻔연 저 오천영 역 천로역정 혜문출판사

번역 윌러 캐더 저 강봉식 역 고요한 임종 민중서관

번역 이립 저 박고산 역 경 신생문화사

번역 이인석 역편
못잊을 님의 노래 세계사랑의 

명시선
인문각

번역 장꼭또 저 오현우 역 무서운 아이들 동아출판사

번역 장 뽈 싸르트르 저 이동한 역 포박당한 인간 광문사

번역 장만영 편 불란서시집 정양사



번역 장만영 편 중국시집 정양사

번역 쟝 폴 싸르트르 저 방곤 역 구역 嘔逆 신태양사출판국

번역 쟝 폴 싸르트르 저 임갑 역 작가론 양문사

번역 쟝․뽈․사르트르 저 벽외사 편 사르트르 단편집 일신사

번역 정신사편집부 편
다이제스트 오이디프스 왕외

칠편 王外七編
정신사

번역 제임즈 힐튼 저 이기석 역 브륵필드의 종 양문사

번역 죠르쥬 쌍드 저 박화자 역 파뎃트의 사랑 법문사

번역 체홉 저 김학수 역 약혼녀 외 편 양문사

번역 카슨․맥큐러스 저 이철범 역 소녀의 마음 일한도서

번역 카아터 저 최지수 역 지하왕국의 소동 아데네사

번역 카알 밴 도랜 저 고양구 역 미국문학이란 무엇인가 일한도서

번역 코오린 윌슨 저 김진경 역 아웉사이더 사상가와 반항적자세 법문사

번역 콜르릿쥐 저 박은국 역 늙은 수부 水夫 의 노래 교양사

번역 토마스 만 저 박종서 역 선택된인간 토니오 크뢰거 외 정음사

번역 톨스토이 저 김원기 역 부활 단권완성 교양사

번역 투르게네프 김안서 역 산문시 홍자출판사

번역 펄 벅 저 김귀현 역 나의 자서전 여원사

번역 펄 벅 저 장왕록 역 영원한 사랑 범문각

번역 펄 벅 저 장왕록 역 한국에서 온 두 처녀 진명문화사

번역 펄 벅 저 주태익 역 하나님의 사람들 신교출판사

번역 폴 발레리 박이문 역 발레리 시집 교양문화사

번역 프랑스와아즈 싸강 저 방곤 역 당신은 브람스를 좋아합니까 창림사

번역 프랑쓰와 모오리약 저 최완복 역저 바리새여인 신태양사출판국

번역 피쩌럴드 저 권응호 역 위대한 개쓰비 신양사

번역 하아디 저 이장환 역 테스 외 정음사

번역 헤르만 헷세 저 이병찬 역 차륜 車輪 밑에서 박영사

번역 홍승오 역 불란서단편선집 신양사

번역 후랑스 저 최완복 박이문 역 목마른 제신 무희 타이스 외 정음사

기타 　
초립동 이조 말엽 어떤 향촌 鄕村

을 배경으로 하고 엮어진 이야기
이론사

기타 국어교재편찬위원회 편 대학국어 국어국문학회

기타 김용호 명작에서 보는 여인상 여원사

기타
김활란박사교직근속사십주년기

념집편집위원회 편
김활란박사 소묘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기타 마해송 문운일기 文芸日記 정연사

기타 박태윤 현대문장신강 現代文章新講 신훙출판사

기타 양주동 여요전주 을유문화사

기타 이상로 편
논문강화 論文講話 작법요결 作

法要訣과 모범논문집 模範論文集
계몽사

기타 이철수 저 꽃한송이 이론사



기타 조동화 꽃과 사랑 신태양출판국

기타 조연현 저 문학적 인생론 정음사

기타 진성기 편 제주도설화집 제 집
제주도관광안내소

출판부

기타 학원사편집국 편 서간문전서 書簡文全書 학원사

기타 　 한국야담사화전집 동국문화사

기타 　
한국야담사화전집 韓國野談史話

全集
동국문화사

기타 　
한국야담사화전집 韓國野談史話

全集
동국문화사

기타 　
한국야담사화전집 韓國野談史話

全集
동국문화사

기타 　
한국야담사화전집 韓國野談史話

全集
동국문화사

기타 　
한국야담사화전집 韓國野談史話

全集
동국문화사

기타 　
한국야담사화전집 韓國野談史話

全集
동국문화사

기타 　
한국야담사화전집 韓國野談史話

全集
동국문화사

기타 　
한국야담사화전집 韓國野談史話

全集
동국문화사

기타 　
한국야담사화전집 韓國野談史話

全集
동국문화사

기타 　
한국야담사화전집 韓國野談史話

全集
동국문화사

기타 　
한국야담사화전집 韓國野談史話

全集
동국문화사

기타 　
한국야담사화전집 韓國野談史話

全集
동국문화사

기타 　
한국야담사화전집 韓國野談史話

全集
동국문화사

기타 　
한국야담사화전집 韓國野談史話

全集
동국문화사

기타 　
한국야담사화전집 韓國野談史話

全集 윤백남
동국문화사

기타 　
한국야담사화전집 韓國野談史話

全集
동국문화사

기타 　
한국야담사화전집 韓國野談史話

全集
동국문화사

기타 　
한국야담사화전집 韓國野談史話

全集
동국문화사



기타 　
한국야담사화전집 韓國野談史話

全集
동국문화사

기타 　
한국야담사화전집 韓國野談史話

全集
동국문화사

기타 　
한국야담사화전집 韓國野談史話

全集
동국문화사

시 고원 눈으로 약속한 시간에 정신사

시 고은 피안감성 청우출판사

시 교육평론사 편 학생혁명시집 효성문화사

시 김경수 구름과 무기 창림사

시 김근숙 밤과 사랑의 의미 정신사

시 김남조 정념의 기 정양사

시 김대규 영의 유형 흑인사

시 김시철 꽃피리 전진사

시 김영삼 김영삼 시집 계문출판사

시 김용호 항쟁의 광장 신흥출판사

시 김윤식 아직은 체념할 수 없는 까닭 형설출판사

시 김종윤 송재주 공편
불멸의 기수－ 월혁명 순국학생 

기념시집
성문각

시 노문천 불멸의 연가 동국문화사

시 마종기 조용한 개선 부민문화사

시 문명관 동심 양서문화사

시 민재식 속죄양 사상계사

시 박거영 절정 인간사

시 박경선 목장 문장사

시 박병엽 병엽소곡집 삼양출판사

시 박재호 석화시집 경북인쇄소

시 박주일 노적 蘆荻 동인사

시 박치원 사월 이후 신조문화사

시 박화목 그대 내 마음의 창가에 서서 보문출판사

시 박희진 실내악 사상계사

시 서창남 네잎 크로바 문원사

시 석화동인회 석화 石花 제 집 학예사

시 신동엽 편 학생혁명시집 교육평론사

시 신상호 저 수리개 조선작가동맹출판사

시 신태양사출판국 편 한국문학상수상작품전집 신태양사

시 안장현 내 가슴이 흐르는 샘은 정신사

시 안청동창회 편 춘추창충육영기념시집 안청동창회

시 양주동 무애시문선 경문사

시 유병배 마음의 판도 문호사

시 유치환 뜨거운 노래는 땅에 묻는다 동서문화사



시 유치환 청마시집 창원사

시 이강로 편 한국명시전집 이론사

시 이강로 편 한국명시전집 학우사

시 이규남 혈맥 한국입체이학회

시 이근배 사랑을 연주하는 꽃나무 문일사

시 이동찬 편 통일시집 예문회

시 이상로 피어린 사월의 증언 연학사

시 이설주 불모의 영토 박영사

시 이윤수 인간온실 동아출판사

시 이은상 노산시문선 경문사

시 이종택 바다와 어머니 인간사

시 이향인 석정 성문사

시 이효상 안경 구미서관

시 이희승 박꽃 일조각

시 임수생 형벌 정토문화사

시 임수생 형죄 정토문화사

시 장도혁 창조자의 증언 영문사

시 장만영 편 소녀의 노래 박영사

시 장수철 서정부락 신조문화사

시 전영경 나의 취미는 고독이다 평화당

시 전인구 풀밭에서 세창출판사

시 전재동 밤에 피는 꽃 성학사

시 전재수 독신시대의 실내약 자가본

시 정덕용 장원莊園 에 시 詩 정덕용 시집 의회평론사출판부

시 정찬조 조춘 청우출판사

시 정천 힘의 선언 해동문화사

시 정훈 꽃시첩 민중서관

시 정훈 산조 민중서관

시 주요한 외 한국시인전집 여원사

시 최문진 백두산 문우당

시 최옥자 포도밭에서 최옥자 시화집
수도여자사범대학

출판부

시 최절로 고발 무하문학사

시 한국시각장애자복지회 편 수상작품시편 
한국시각장애자복

지회

시 한국시인협회 편
뿌린 피는 영원히－ 월혁명 희생

학도 추도시집
춘조사

시 한용운 님의 침묵 범조사

시조 김오남 여정 문원사

시조 배병창 소나기와 종 성학사

시조 이명길 생명 영남문학회



시조 하한주 마돈나 갑진문화사

소설 강신재 청춘의 불문율 여원사

소설 구자청 변장여승 진문출판사

소설 권오갑 파도는 진종일 신문화사

소설 김동리 사반의 십자가 외 민중서관

소설 김동인 운현궁의 봄 수양대군 기타 민중서관

소설 김동인 폭군 양문사

소설 김동인 화랑도 정신사

소설 김초 설야 호락사

소설 나만식 무인도의 비밀 철리문화사

소설 박문하 배꼽 없는 여인 현대사

소설 박영준 방관자 창신문화사

소설 박영준 오늘의 신화 창신문화사

소설 박화성 타오르는 별 문림사

소설 박화성 타오르는 별 민중서관

소설 방인근 대도와 보물 경문사

소설 방인근 청춘행로 대문사

소설 신태양사출판국 편 한국문학상수상작품전집 신태양사

소설 심훈 상록수 외 민중서관

소설 안동민 단편집 철리문화사

소설 안동민 단편집 이론사

소설 안동민 재생의 길 철리문화사

소설 안수길 제 의 청춘 외 민중서관

소설 엄흥섭 저 동틀 무렵 조선작가동맹출판사

소설 염상섭 일대의 유업 을유문화사

소설 오영선 피는 살아 있다 한국출판사

소설 오영수 메아리 백수사

소설 오영수 명암 明暗 백수사

소설 이광수 이차돈의 사 광영사

소설 이능표 숲 속의 전설 서광문화사

소설 이선주 오늘은 슬퍼도 구미서관

소설 이효석 효석전집 춘조사

소설 임수일 천품 홍지사

소설 임영빈 난륜 亂倫 신교출판사

소설 임영빈 석계창작집 신교출판사

소설 장덕조 광풍 외 민중서관

소설 장용학 외 한국전후문제작품집 신구문화사

소설 정비석 비정의 곡 삼중당

소설 정비석 사랑의 십자가 삼중당

소설 정한숙 암흑의 계절 현문사

소설 정한숙 처용랑 황진이 을유문화사



소설 조정식 ․ 의 별 아동문화사

소설 조정식 사랑의 계절 철리문화사

소설 최태응 슬픔과 고난은 가는 곳마다 성봉각

소설 최희숙 하늘이 울던 날 무하문화사

소설 한국단편소설전집간행회 한국단편소설전집 백수사

소설 한말숙 신화의 단애 사상계사

소설 한무숙 빛의 계단 현대문학사

소설 한운사 이 생명 다하도록 삼한출판사

소설 황건 저 새벽길 조선작가동맹출판사

소설 황순원 나무들 비탈에 서다 사상계사

소설 　 한국문학전집 민중서림

소설 　
한국문학전집 －농민 삼년 사

랑의 화첩 기타
민중서림

소설 　 한국문학전집 민중서림

소설 　 한국문학전집 민중서림

소설 　 한국문학전집 민중서림

소설 　
한국문학전집 －녹색의 문 끝

없는 낭만 외
민중서림

소설 　 한국문학전집 －생명 푸른 날개 민중서림

소설 　
한국문학전집 －광풍 누가죄

인이냐 기타
민중서림

소설 　 한국문학전집 민중서림

소설 　 한국문학전집 민중서림

소설 　 한국문학전집 민중서림

소설 　 한국문학전집 민중서림

소설 　 한국문학전집 민중서림

소설 　
한국문학전집 －제 의 청춘

기타
민중서림

소설 　 한국문학전집 민중서림

소설 　 한국문학전집 민중서림

소설 　 한국문학전집 민중서림

소설 　 한국문학전집 민중서림

소설 　
한국문학전집 －영원히 사는 

것 무화과그늘 외
민중서림

소설 　
한국문학전집 －여수 월남전

후 외
민중서림

소설 　 한국문학전집 민중서림

소설 　 한국문학전집 민중서림

소설 　 한국문학전집 민중서림

소설 　 한국문학전집 민중서림

소설 　 한국문학전집 민중서림



소설 　 한국문학전집 민중서림

소설 　 한국문학전집 민중서림

소설 　 한국문학전집 민중서림

소설 　 한국문학전집 민중서림

소설 　
한국문학전집 －금삼의 피 다

정불심
민중서림

소설 　 한국문학전집 민중서림

소설 　 한국문학전집 민중서림

소설 　
한국문학전집 －화분 화상도

기타
민중서림

소설 　 한국문학전집 －만세전 태평천하 민중서림

소설 　 한국역사소설전집 을유문화사

소설 　 한국역사소설전집 을유문화사

소설 　 한국역사소설전집 을유문화사

소설 　 한국역사소설전집 을유문화사

소설 　 한국역사소설전집 을유문화사

소설 　 한국역사소설전집 을유문화사

소설 　 한국역사소설전집 을유문화사

소설 　 한국역사소설전집 을유문화사

소설 　 한국역사소설전집 을유문화사

소설 　 한국역사소설전집 을유문화사

소설 　 한국역사소설전집 을유문화사

소설 　 한국역사소설전집 을유문화사

희곡 극단 인형좌 편 인형극각본집 제 집 미래사

희곡 김영수 강제결혼 진문출판사

희곡 차범석 껍질이 째지는 아픔 없이는 정신사

희곡 　 한국문학전집 －희곡집 상 민중서림

희곡 　 한국문학전집 －희곡집 하 민중서림

시나리오 연간씨나리오선집간행회 편 연간씨나리오선집 성문각

평론 김덕환 문학개론 정연사

평론 김성식 외 세계문화사 동국문화사

평론 김우종 문학의 이해 여원사

평론 김윤성 시의 고향 신태양사

평론 박노준 한용운연구 통문관

평론 박두진 시와 사랑 자작시 해설 신흥출판사

평론 박화목 현대시에의 초대시와 해설 신조문화사

평론 백철 이병기 저 국문학전사 신구문화사

평론 신기형 한국소설발달사 창문사

평론 아리스토테레스 저 손명현 역주 시학 박영사

평론 양주동 편 국문학청화 國文學菁華 권상卷上 민중서관



평론 엄호석 저
시대와 시인 시인 리상화에 대

하여
조선작가동맹출판사

평론 이어령 지성의 오솔길 동양출판사

평론 이인모 문체론 동화문화사

평론 장덕순 저 국문학통론 신구문화사

평론 정병욱 국문학산고 신구문화사

평론 정인섭 세계문학산고 동국문화사

평론 조윤제 국문학 개설 동국문화사

평론 차호원 현대희곡론 동국문화사

평론 하유상 시나리오 입문 성문각

평론 한국시인협회 편 나의 시 나의 시론 신흥출판사

평론 한하운 황토길 신흥출판사

수필 김기석 최응상 양원달 십삼월 을유문화사

수필 김형석 고독이라는 병 동양출판사

수필 안장현 사랑은 파도를 넘어 동아출판사

수필 양주동
문주 반생기 문학 교단 년의 

회억
신태양사

수필 유달영 유토피아의원시림 세계여행수상 사상계사

수필 이광수 춘원서간문범 春園書簡文範 광영사

수필 이광수 평론 수필집 민중서관

수필 이상로
어느 나비가 주는 기억만치도

이상로 수필집
수도문화사

수필 이원수 홍웅선 어효선 비․커피․운치 삼인 수필집 수학사

아동 강소천 대답 없는 메아리 대한기독교서회

아동 강소천 진달래와 철쭉 배영사

아동 강소천 편 한국 동화집 문호사

아동 김동극 동시 공부 교육시보사

아동 김동극 동시 공부 형설출판사

아동 김상덕 편 재미있는 세계 동화 계문당

아동 김상덕 편 한국 동화집 숭문사

아동 또한밤 편 꾀주머니 글벗집

아동 박영종 역 세계동시집 계몽사

아동 박홍근 날아간 빨간 풍선 신교출판사

아동 박화목 초롱불 연학사

아동 새싹회 편 그림 박꽃 발명왕 학급문고간행회

아동 손동인 꽃수레 해동문화사

아동 신지식 하얀 길 여원사

아동 안종길 봄ㆍ밤ㆍ별 발행자불명

아동 유대건 두루미선생 새로이출판사

아동 윤석중 어린이를 위한 윤석중시집 학급문고간행회

아동 윤석중 엄마손 학급문고간행회



아동 이선구 이승만 한산섬의 달 학급문고

아동 이수철 편 어린이 얘기책 글벗집

아동 이영희 역 동물회의와 동물농장 남향문화사

아동 이원수 파란 구슬 인문각

아동 이준구 최인학 봄을 기다리는 아이들 신교출판사

아동 임인수 눈이 큰 아이 종로서관

아동 최병칠 최재건 편 개똥이와 호랑이 홍지사

아동 학원장학회출판국 편 아라비안 나이트 동양고전 학원장학회

아동 한국동화작가협회 편 대한민국어린이헌장 한국동화작가협회

아동 해바라기동인회 편 해바라기 기독교아동문화사

아동 　 어린이의 세계 명작 한국기독교문화원

번역 저 지명관 역 아프리카명상 슈바이쳐 수상집 동양출판사

번역 저 김석천 역 모오팟상단편집 사랑 외 편 청록문화사

번역 제임스 저 이기우 역 여상속인 女相續人 상문당

번역 다링거 저 현원창 역 순애 純愛 아동문화사

번역 앤더슨 저 이가형 역 숲속의 죽음 민중서관

번역 모옴 저 이상욱 역 사랑하는 라이자 철리문화사

번역 겔할트 하우트만 저 강두식 역 쏘아나의 이단자 선로지기 티일 양문사

번역 괴에테 저 김태경 역 파우스트 덕수출판사

번역 괴에테 저 최순봉 역 헤르만과 도로테에아 법문사

번역 구기성 역 근대독일단편집 을유문화사

번역 그레이엄 그린 저 박긍수 역 사랑의 핵심 양문사

번역 기드 모파쌍 저 이윤석 역 달빛 동인문화사

번역 김윤성 역
남 南 ․북구 北歐 정선단편집

精選短篇集
대동당

번역 꿰에테 저 장만영 역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홍자출판사

번역 단테 알릐기에리 저 최민순 역주 신곡 을유문화사

번역
도데 모빠쌍 메리메 저 정기수 

역주
최후의수업 목걸이 마떼오 필꼬네 법문사

번역 도스또예프스끼이 저 차영근 역 영원한 남편 양문사

번역 도스토예우스키이 저 방기환 역 가난한 애인들 대문사

번역
도스토예프스키 저 황순원 허윤

석 역
죄와 벌 상 법문사

번역
똘스또이 저 국립문학예술출판

사 역
레브 똘스또이 단편집

국립문학예술서적

출판사

번역 레마르크 저 박환덕 역 서부전선 이상없다 법문사

번역 로망 로랑 저 석경징 역 쟝 크리스토프 덕수출판사

번역 롱펠로 저 김태경 역 에반제린 덕수출판사

번역 릴케 저 박환덕 역 신의이야기 법문사

번역 마테 잘까 저 손룡식 역 도베르도 전선
국립문학예술서적

출판사



번역 모옴 저 주요섭 역 크리스머스 휴일 거짓된 생활 정음사

번역
모치즈키 가즈히로 望月一宏 저

이원일 역
반항기 反抗期 입문사

번역 모팟상 저 이평우 역 지방덩어리 외 편 대동당

번역 몽떼를랑 저 정기수 역 여성에의 연민 법문사

번역 박시인 플루타크영웅전 을유문화사

번역 버트랜드 럿셀 저 정봉화 역 서양의 지혜 을유문화사

번역
베르겐 그루엔 저 빌헬름 폰 숄쓰 

저 이효상 역
불의 심판 고백 법문사

번역 베르꼬르 저 오등자 역 바다의 침묵 춘조사

번역 베르나르․푸리바 저 박이문 역 벽 밑에서 춘조사

번역 보드레르 저 이파호 역 악의 꽃들 보 드레 르시집 대지사

번역 보리스 파스테르낙크 저 배기열 역
투라에서 온 편지 파스테르낙크

단편집
진명문화사

번역 부라스코 이바니에스 저 정벽봉 역 피와 모래 삼중당

번역 삐에르 앙시몽 오현우 역 현대 작가의 사상과 문학 신양사

번역 상 삐에르 저 이헌구 이상로 역 뽀올과 비르지느 외딴 섬의 애련 박영사

번역 생떽쥐뻬리 저 안응열 박남수 역 남방우편기 南方郵便機 외 동아출판사

번역 샤또브리양 저 오현우 역 아딸라의 비애 신태양사출판국

번역 서울문리대문학회 편 약혼 세계걸작단편선집 철리문화사

번역
석원신태랑 石原愼太郞 저 천세

욱 역
태양의이절 석원신태랑작품선집 과학사

번역 스톱포오드․부룩 저 최봉수 역 영문학사 동국대학교 출판부

번역 신구문화사 편 미국전후문제작품집 신구문화사

번역 신구문화사 편 일본전후문제작품집 신구문화사

번역 쎄르반떼스 저 최민순 역 돈끼호테 정음사

번역 아나톨 프랑스 저 김재붕 역 무희 舞姬 타이스 동학사

번역 알폰소 도오테 저 이윤석 역 아르르의 여인 청록문화사

번역 알프레 드 뮈쎄 저 오현우 역 세기아 世紀兒 의 고백 告白 박영사

번역 어네스트 헤밍웨이 저 안동민 역 태양은 또다시 뜬다 정민문화사

번역 어빙 하우 저 김용권 역 정치와 소설 법문사

번역 어스킨 콜드웰 저 이기석 역 어느여인의 경우 양문사

번역 어스킨 콜드웰 저 이호성 역 가시 돋친 백합 양문사

번역 에릿히 케스트너 저 김영주 역 설원의 세 사나이 삼중당

번역 원전강자 原田康子 저 장재하 역 만가 挽歌 노벨출판사

번역 원전강자 原田康子 저 현일민 역 만가 挽歌 배영문화사

번역 월터 스콧트 저 김병철 역 아이봔호 을유문화사

번역 윌리엄 포크너 저 이일수 역 새벽의 경주 양문사

번역 이상로 편
마음의 비밀 세계 지혜인의 일

기집
범조사

번역 이시이 다꾸보꾸 김응제 편역 혼자 가리라 신태양사



번역 임어당 저 김신행 역 임어당수필집 동학사

번역 장만영 편역 세계명시선 법문사

번역 잭크 론돈 저 박시환 역 무쇠발꿈치
국립문학예술서적

출판사

번역 쟝 폴 싸르트르 저 최성민 역 더러운 손 양문사

번역 제임스 미쉬너 저 김용락 역 사랑의 태평양너머 토픽출판사

번역 제임스 미쉬너 저 양인 역
원한 怨恨 의 도곡리철교 道谷里

鐵橋
홍자출판사

번역 제임즈 죠이쓰 저 박시인 역 소년예술가의 초상 따브린 사람들 을유문화사

번역 죠르쥬 베르나노스 저 안응열 역
어떤 시골신부의 일기 갈멜 수녀

들의 대화
을유문화사

번역
죠지 오웰 저 공동문화사편집부 

편저
아름다운 그 여자 상 하 공동문화사

번역 죤 쉬타인벡 저 강봉식 역 분노는 포도처럼 을유문화사

번역 죤 스타인벡 저 사랑의 진주 공동문화사

번역 쥐일 르나이트 저 김원기 역 정경 수필집 경문사

번역 체호프 저 백인환 차영근 역 세계희곡전집 제 권 성문각

번역 코난 도일 저 조풍연 역 정의는 이긴다 남향문화사

번역 콕토 저 양병도 역 보라빛 서정 콕토 시집 대지사

번역 타골 타골명시선 기탄자리 대지사

번역 토마스 하아디 저 공정호 역 푸른 그늘 밑에서 법문사

번역 톨스토이 저 성일근 역 부활 정음사

번역 톨스토이 저 이강록 역 인생일기 경문사

번역 투르게니에프 저 고석구 역 부자 전야 첫사랑 외 정음사

번역 팽욱문 彭郁文 저 신호열 역 한중시사 韓中詩史 상 공보실

번역 팽욱문 彭郁文 저 신호열 역 한중시사 韓中詩史 하 공보실

번역 펄 벅 저 인우성 역 북경서 온 편지 교양사

번역 펄․ ․벅 저 장왕록 이진섭 역 여인의 전당 인생항로 정음사

번역 펄․벅 저 장왕록 역 대지 삼중당

번역 포우 호오손 저 조용만 전제옥 역 검정고양이 외칠박공七牔栱의 집 정음사

번역 푸랑스와즈 싸강 저 김형일 역 왜 그러세요 여명문화사

번역 풀로오베에르 저 양원달 역 살람보 순정 을유문화사

번역 프란쓰 그릴팔써 저 지정 역 가엾은 거리의 악사 양문사

번역 프란쓰 카프카 저 구기성 역 어느 개의 고백 외 편 양문사

번역 플루타크 저 박시인 역 플루타크 영웅전 을유문화사

번역 하베이 저 동국문화사편집부 역 로빈훗드의 모험 동국문화사

번역 하이네 괴테 저 공동문화사 편역 가을잎 공동문화사

번역 학스리 저 주요섭 역 연애대립법 戀愛對立法 을유문화사

번역 한국영어영문학회 편 영미소설론 신구문화사

번역 허만 멜빌 저 양병탁 역 백경 白鯨 을유문화사



기타 강효순
이계단 여사의 수기 ․ 혁명 

투사의 모
도덕신문사

기타 김상호 편 법창야화 경향출판사

기타 김용제 한국위인지사전기전집 이순신 정문사

기타 김혁제 세계현모전 世界賢母傳 명문당

기타 또한밤 한국전설집 글벗집

기타 박영준 박목월 김양득 편 현대국어 창신문화사

기타 방인근 저 사랑의 편지 제일문화사

기타 변광도 편 민주혁명 승리의 기록 마삼일보사

기타 석파 石波 편 문장독본 文章讀本 전진사

기타 성기조 편 사랑의 구름다리 현대사

기타 안동일 홍기범 저 기적과 환상 사일구학생 운동기 영신문화사

기타 유일지
녹의낭 綠衣娘 기담괴어 奇談

怪語
철야당

기타 이강현 민주혁명의 발자취 정음사

기타 이광수 춘원서간문범 광영사

기타 이방자 영친왕비의 수기 신태양사

기타 정인승 한글강화 신구문화사

기타 정한숙 정한숙 鄭漢淑 동국문화사

기타 조선작가동맹출판사 편 당이 부르는 길로 조선작가동맹출판사

기타 최태응 청년 이승만 성봉각

기타 현역일선기자동인 편 사월혁명 창원사

기타 희망사출판부 걸작야담선집 상 희망사

기타 　
한국야담사화전집 韓國野談史話

全集 김화진 金和鎭
동국문화사

기타 김성환 고바우영감 문화교육출판사

소설 민중서관 편 한국문학전집 민중서관

번역 　 세계문학전집 정음사

소설 나도향 저 환희 
한국시각장애자복

지회

번역
모리스 루브랑 저 학원장학회출

판국 편
괴도 루팡 학원장학회출판국



※ 별첨 자료 참조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과 전개는 신문․잡지 등의 저널리즘과 매우 밀접하게 관계맺고 있다 일반적으

로 근대문학을 자본제 생산양식과 근대적 민족의식의 형성이라는 기반 위에서 파악하는 범주에서 보면 인

쇄기술의 발전을 통해 등장한 전국적으로 유통가능한 매체는 공통어를 기반으로 한 민족적 공동체의식을 

형성하는 중요 토대였다 독자를 대상으로 전국의 소식을 전하고 근대적 사상 학문 문화를 교육하는 매

체는 한국어 사용권의 전 지역을 하나의 민족의식으로 묶어주는 매개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인들은 공통의 

사상과 감정을 한국어로 표현하는 공통적 문화권을 인식할 수 있었다

물론 여기에는 자주적으로 근대적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데 실패했던 한국 근대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적 의미에서의 근대적 매체와 문학의 상관성 설명이 한국 근대문학을 해명하기에 불충분한 것은 

이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유통가능한 근대매체의 제도적 측면과 함께 그 중심 내용이 국권수호와 개화계몽

으로 채워졌다는 점은 이러한 한국적 근대의 특수성에서 비롯한다 봉건 왕조는 새로운 시대 근대라는 패

러다임 속에서 부정되거나 개혁되어야 할 대상이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외세에 저항하고 자주적 국권을 

수호해야 한다는 정당성 속에서 때로 중세적 질서와 가치는 서구적 신문물의 영향과 충돌하면서 한국적 

근대의 민족의식을 형성하는 한 요소가 되기도 했다 한문학적 전통과 중세적 문학형식이 근대적 형태의 

잡지와 공존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근대는 서구적 근대의 물질적 기반과 정신

적 근거를 수용함과 동시에 근대적 민족국가의 건설을 위해 전통적 언어의식과 문학형식을 보존하면서 이

의 주체적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었다

한편 근대적 문학잡지를 개념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여타의 영역과 구별되는 문학의 특수성 전문

성에 대한 전제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학의 독자성이란 서구적 의미의 문학 개념이 

당시의 문화환경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과정을 거쳐서 정립된다 그것은 지식 교양의 범주를 넓은 의

미에서 포함하고 있었던 과거의 문학적 전통과의 결별 혹은 전회를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개별 학문 문화 

영역의 분화와 함께 문학과 그것을 주로 담당하는 작가층 그리고 문학예술의 고유한 형식 개념이 함께 정

립될 수 있었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언급된 바 있다 최초의 근대적 문학평론으로 꼽히는 이광수의 ｢문학



이란 하오｣ 가 문학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주장하면서 제안되었고 그 근저에는 서구적 문학개념이 자

리 잡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과거의 문학전통과의 단호한 결별을 선언하면서 끝맺고 있다는 점은 한국 근대

문학의 독자성 확보가 어떤 과정을 거쳐 가능했는가를 알 수 있게 한다 전문지로서의 문학잡지의 개념 정

립은 이러한 서구적 문학 개념의 수용과 과거 전통과의 결별 이전의 것과는 전혀 새로운 것으로서의 문학 

개념의 재창출 재구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의 근대적 문학잡지는 년 월 창간된 �창조�로부터 출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창조�는 편집후기에서 귀한 예술의 장기를 가지고 저 언제든 얼굴을 찌푸리고 계신 도학

선생이 대언자가 될 수 없으며 할 일 없는 자의 소일거리라고 보는 데도 불복 주요한 한다 하여 도덕이나 

여기와 구분되는 문학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수록된 소설 ｢약한 자의 슬픔｣이 매개자가 되어 독자인 여러

분과 작자인 저를 예술의 선으로 맛매였다 김동인 라고 하여 문학적 소통의 가치를 내세우고 있다 시

소설 희곡 번역평론의 문학적 장르만으로 목차를 구성하고 있으며 작가로서의 전문가 의식을 공유하는 

동인지 체제를 통해 문학전문잡지의 정체성을 표방하고 있다 이로부터 한동안 동인지 시대가 열렸다는 것

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문학잡지의 개념을 위와 같이 한정하는 것은 한국 근대문학의 전개와 형성이라는 시야에서 볼 

때 너무 협소한 규정이다 우선은 근대 초기의 신문 잡지가 표방한 근대적 의식과 그와 동반하여 진행된 

근대문학의 형성과정을 충분히 포함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동인지 시대와 거의 동시에 또는 

그 이후 발간되었던 주요 종합지들이 한국 근대문학의 전개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반영하는 데도 한계

가 많다 주지하다시피 �개벽� �조선지광� �신동아� �조광� �춘추� 등의 잡지는 한국 근대문학의 담론

과 논쟁을 이끄는 중요 지면이었으며 문학이 단순히 분화된 예술영역에 자족하지 않고 당대의 현실과 정세

에 대응하는 중요한 실천의 형식이었음을 알려 주는 매체이다 주요 문인들의 작품이 주로 발표된 지면이

기도 하였거니와 이 잡지매체를 매개로 한 문인들의 사상적 예술적 교유와 소통은 한국 근대문학의 전개

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반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문인들과 연구자들은 문학잡지의 개념과 범위를 논하는 데 

있어서 순문예지와 문학관련지를 구분하되 이 둘을 모두 한국 근대문학의 중요한 물적 기반으로 이해했

던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고려할 때 한국 근대문학 잡지에 관한 규정은 좁은 범위에서는 �창조�이후 발간된 동인

지 포함 순문학잡지로 한정하되 여타의 잡지들과 한국 근대문학의 관련양상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근대초기 여러 잡지들이 표상하는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과정 년대 이후 문학전문지의 영역을 넘어서

는 종합지의 배치 속에서 한국 근대문학의 사상적 예술적 지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

다는 뜻이다 특히 한국 근대문학 자료의 소장상황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자료적 가치와 문학적 가치를 함

께 평가하는 작업의 과정에서는 이러한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장기적 안목을 전제하고 지속적

인 연구 보완의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좁은 범위에서부터 조사연구를 진행하되 이후 영역 확대를 통해 



한국 근대문학과 문학잡지의 관련양상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국 근대문학 잡지 자료의 소장현황을 조사하고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본 연구는 좁은 범위의 문

학잡지 개념에 기반을 두고 연구의 우선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이후의 연구방향을 단계적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차적으로는 문학잡지의 성격을 분명히 표방하고 문학작품 및 문인들의 활동을 주요 내용으로 하

는 잡지를 그 대상으로 한다 차적으로는 자료의 희귀성과 보존 관리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근대 초기 발간

된 주요 근대잡지들을 문학관련 잡지 중 우선 조사대상으로 검토한다 �창조�이후 발간된 종합지 및 기타 

잡지의 경우 문학 작품과 문학 담론이 잡지의 성격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잡지와 독자를 위한 읽을 

거리로서 문학을 수용하는 잡지로 나누어 우선성의 차등을 둘 수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구분에 따라 차 차의 자료를 우선 대상으로 삼아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기 수행된 연구의 보완작업과 함께 차 차로 연구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차 순문예지

년 �창조�발간 이후 문학의 독자성에 대

한 자의식이 뚜렷하며 문학을 주요 내용으로 구

성된 잡지

엄밀한 의미의 문학잡지의 

개념에 부합함

차
근대 초기 문학 

관련지

근대초기부터 동인지 발간 이전까지 발간된 잡

지로 문학 관련 내용을 정기적으로 수록하고 있

는 잡지

자료 보존 관리의 시급성 고려

차 문학 관련 종합지

�창조�발간 이후 간행된 종합지로서 문학 관련 

내용이 잡지의 성격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

는 잡지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과 전개

에 중요한 영향

차 일반 종합지
문학 작품이나 문학 관련 내용이 독자들의 읽을

거리로 제공되는 잡지

주요 문학자료의 확인 및 정리

에 필요



○ 

조선에서 발간된 최초의 잡지는 년 월 영국선교회가 발행한 Morning Calm 년 서양 선교사들

이 발간한 The Korean Repositry로 알려져 있으나 이들 잡지가 영문으로 발간된 잡지임을 감안하면 조선인들

이 만든 최초의 조선인 잡지는 �친목회회보�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후 비슷한 시기에 �대조선독립협

회회보� �한성월보� 등이 발간되었으나 내용과 형식에서 잡지의 성격을 갖춘 매체가 발간된 

것은 년 이후라 할 수 있다 위의 잡지는 분량이나 형식 면에서 독립적 완결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부족하

므로 년 �조양보� �대한자강회월보� �서우� �태극학보�등의 잡지가 한꺼번에 발간되면서 한국 근대 잡

지는 본격적으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잡지는 학회의 기관지 성격을 띤 것이 많았는데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담아 잡지의 

성격을 분명히 한 매체들이었다 근대적 지식의 전달 국민교육과 계몽 국문의식의 전개 등을 토대로 개화기

의 시대적 요청에 답하려는 지식인들의 노력을 보여 주었다 문학작품은 문예 文藝 문원 文苑 소설 小

說 사조 詞藻 등 다양한 명칭의 고정란을 통해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들 작품은 근대적 형식을 갖춘 문학

작품이라 보기는 힘들며 한시 언 절구 가사 단형서사 고전 소개 위인 인물담 등 전통적 형식과 근대적 

내용이 혼용된 과도기적 형태의 작품이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작품들은 역사 전기 소설 근대 단형서사

신체시 초기적 형태의 근대소설등으로 나타난 국권강화를 독려하는 계몽이나 서구적 개화의 필요성

을 역설한 근대 문학 태동기의 작품들과 연동하는 면이 있다 간략히 요약하자면 이 시기의 잡지에는 본격

적 근대문학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과도기적 형식의 문학작품이 다소 수록되었고 국권의식과 국문의식 등 

중요한 근대의식을 포함하면서 점점 구체적인 근대문학의 형식을 갖추어나갔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주요 잡지로는 �친목학회보� �대한자강회월보� �태극학보� �야뢰� �대한유학생회회보�

�대동학회월보�등이 있다 이들 잡지에 수록된 문학작품들을 보면 이 시기 잡지의 계몽 현실비판과 연동

하여 다양한 형식의 과도기적 문학 작품들이 창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친목학회보�에는 한시가 �대한자

강회월보�에는 소설란을 두어 짤막한 설화나 고전 작품이 소개되고 있으며 그밖에 한시가 함께 실렸다

�태극학보�에는 ｢다정다한｣이나 ｢월하의 자백｣과 같은 단형소설이 실렸으며 언 율시가 실리기도 하였다

�야뢰�에는 우화소설 언 고시나 언 절구가 실리기도 하였고 문답형식의 서사체 문학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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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남선이 발간한 �소년� 은 근대 초기 잡지문화의 변화와 근대 문학의 형성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

한다 최남선은 년 신문관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출판사업을 전개하였으며 신문관이라는 물질적

기술적 기반하에 �소년�은 이전과는 다른 체제의 잡지형태를 선보였다 컬러 도판과 화보를 도입하고 소

년과 소년의 부형을 독자대상으로 명확히 지칭하고 있으며 우화 역사 시 논설 학습 등 여러 형태의 

기사를 제공했다 독자 대상을 소년으로 함으로써 한반도를 넘어서는 원대한 이상과 새로운 세계지식을 계

몽하고자 했으며 흥미를 끌기 위한 여러 가지 기사 형태를 개발함으로써 명확한 목적과 대상을 설정한 종

합적이고도 일관적인 잡지 편집방향을 보여 주었다 최초의 신체시인 ｢해에게서 소년에게｣가 실린 것도 이

러한 맥락하에서이며 이외에도 걸리버 표류기를 순한글로 번역 소개하고 현상공모인 소년문단을 선보

이는 등 이전의 잡지에서 진일보한 근대적 잡지의 면모를 보여 주었다

최남선은 년 �소년�이 강제폐간된 이후에도 �아이들보이� �붉은 저고리� �새별� 등의 소년잡지

를 계속 발간하여 잡지를 통한 소년계몽을 계속해 나갔다 이들 잡지는 아동 청소년을 위한 읽을거리를 계

속 개발해 나갔다는 점 독자의 흥미를 끌기 위한 여러 방식의 기사를 개발해 나갔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끄

는 점이 많다 그리고 이러한 최남선의 잡지 발간은 년 �청춘�에 이르러 한 정점을 이룬다 이전의 잡지

가 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물의 성격이 짙었다면 �청춘�은 소년 어린이뿐 아니라 성인들까지 대상을 확대

하였다 특히 �청춘�은 근대의 주요 작가들의 작품을 수록하여 한국 근대문학의 본격적 개화에 큰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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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시 소설뿐 아니라 박지원 등의 고전 소설 톨스토이 세르반테스 등의 외국 소설의 번역작품등을 

실어 다양한 문학작품을 소개하였다 현상윤의 ｢핍박｣ ｢한의 일생｣ 이광수의 ｢소년의 비애｣ ｢윤광호｣ 등

이 모두 �청춘�에 실린 작품이다 또한 호부터 실시한 현상문예를 통해 김명순 주요한 등이 처음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최남선과 함께 일본인 다케우치 竹內錄之助 는 년대의 주요 잡지 발행인이다 동경서 발간한 한국어 

잡지를 통해 한일 합병과 일본의 조선통치에 협력하는 논조로 시사 정보와 논설을 주로 제공했다 년 

창간한 �신문계� 여성대상의 잡지 �우리의 가뎡� 년 �반도시론�등을 발간하여 년 잡지영역에

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반도시론�에는 양건식의 ｢슬픈 모순｣ 등이 실리기도 하여 근대 문학 초기의 

문학작품 발표지면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하였다

이 시기 발간된 잡지 중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잡지는 년 창간된 �학지광�이다 재일본 동경유학

생 학우회의 기관지로 출발한 이 잡지는 년까지 발간되었다 그 지속성이나 규모 잡지의 내용 등에서 

평가할 만한 점이 많다 일단은 재일본 동경유학생 학우회가 당시 가장 첨단의 지식청년들이었던 유학생

들의 연합단체였던 만큼 다양한 분야의 논문이 지속적으로 발표되어 명실상부한 성인대상의 종합지적 성격

을 띠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문학 면 역시 근대문학의 중요 작가들이 이 지면을 통해 활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상윤 최승구 김여제 진학문 전영택 이광수 등이 문학작품과 논설을 발표하였다 김동인의 

｢소설에 대한 조선사람의 사상을｣이나 전영택의 ｢범인의 감상｣ 등이 실려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년대의 잡지는 이전 시기의 것에 비해 잡지의 체계를 비교적 충실하게 갖추고 다양한 분야의 논문 

및 정보가 망라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독자를 뚜렷하게 의식했으며 전문적인 문필가 작가로서의 의식

도 한층 분명해졌다 근대 문학의 효시라 할 만한 작품들이 이들 잡지를 통해 발표되면서 잡지의 독자와 

더불어 근대문학의 형식이 점점 정제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는 근대적 문학의 자의식이 본

격적으로 발아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것은 아직 과도기적인 것이었다 전반적으로 문학의 독자적 예술성

이 선명하게 각인되었다기보다는 지식인 발화의 한 방편으로 문학이 등장하였고 주요 필자들 역시 문학자

라는 의식보다는 지식인 담론의 한 형태로 문학을 의식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우화 고전 번역 시 소설 

등이 분화되기보다는 전체적 교양과 지식의 담론형태로 존재했으며 이는 현재 정착된 서구적 문학개념과

는 다른 형태의 문학의 가능성을 가늠하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 

년 월 창간된 �창조�가 엄밀한 의미에서의 문학잡지에 해당하는 최초의 잡지라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창조�는 문학 작품만으로 지면을 구성하여 명실상부한 순문예지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창간호에 수록된 김동인의 ｢약한 자의 슬픔｣ 주요한의 ｢불놀이｣는 본격적 의미에서의 근대문



학이라 지칭되는 한국 근대문학 초기의 대표작들이다 주요한을 비롯 김소월 이광수의 시 김동인 전영택

의 소설 김동인 이광수의 비평 등 중요한 작품들이 다수 수록되었다

�창조�의 창간을 시작으로 �백조� �폐허� �장미촌� �금성�등의 동인지들이 속속 창간되어 년대 

초기 동인지 시대를 열었다 �창조�가 호까지 발간된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 단명했으나 문학의 독자성에 

대한 뚜렷한 자의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서구사조에 바탕한 근대문학 작품들이 대거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중요성이 있다 년대 초반의 이들 동인지는 개별 작가 개별 동인의 수준이 아니라 한국문학 

전체에서 개인적 감수성과 서구적 사조에 기반한 문학적 형식정립이라는 주요 경향을 이끌었다고 할 수 있

다 이 동인지의 동인들은 이후에도 한국 근대문학의 중요 문인으로 한국문단의 현장에서 활동한 작가들이

며 지금도 문학사적으로 거듭 호명되면서 한국인들의 문학적 감수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창조�를 비롯한 동인지의 시대는 단지 개별 문인과 동인의 자의식이라는 측면에서가 아니라 시대적 조

류라는 지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년대 무단통치 이후 언론과 출판에서 제한적이나마 자유가 허용되

었다는 점 ․ 운동은 짓눌린 억압이 한계점에 달한 상황에서 터져나온 민족적 자주의식의 발아였다는 점

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민족적 자주의식은 한편으로 개인적 욕망의 발화와 자유의 갈망이라는 가치와

도 상통하는 것이었다 문학의 가치와 효용 의미에 대한 자의식은 이러한 복합적 요인에서 형성된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동인지가 표방한 자유로운 개인적 감수성은 한편으로 시대적 해방감과 연동되는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주요 동인지 이외에도 ․ 운동 전후에 발간된 군소 문예잡지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녹성� �서광� �서울� �문우� 문흥사 등은 종합지 혹은 문예지의 중간적 성격을 띠

는 잡지였고 문인들 역시 중요 문인들부터 문학지망생들까지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이 참여하였다 지금까

지의 문학사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으나 ․ 운동 이후의 개성의 발현과 해방감 속에서 다양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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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문학적 발언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년대 문학의 중요한 흐름을 보여준다 황석우가 주재한 �조선시

단� 은 경향각지의 아마추어 시인들의 시를 발표하는 지면으로 구성됨으로써 그 문학적 완성도의 문

제를 떠나 당시 문학이 담당해냈던 개성과 자유의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평양의 �백치� 진주의 

�신시단� 인천의 �습작시대� 개성의 �려광� 등도 같은 맥락에 있다

년 결성된 카프와 카프 소속 문인들의 활동은 년대 초기의 동인지 참여 문인들의 개인적 열정이 

사회적 요구와 만나면서 어떤 폭발력을 발휘하는가를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물론 년 러시아 혁명 

이후 세계적 조류가 된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력과 사회운동조직과 문학의 결합이라는 성격은 ․ 운동 직

후의 자유주의적 문학의 방향과 쉽게 동일시될 수 없다 그러나 집단적 억압과 사회통제에 저항하는 문학

의 호소력과 공감력에 대한 강조 그와 연동한 사회의식의 실천을 함께 사유할 때 그 가치의 심층을 더 풍부

하게 확인할 수 있다 카프의 기관지 역할을 했던 �문예운동� �예술운동� 등은 문학과 운동의 생소한 

결합을 통해 문학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이끌어냈다고 할 수 있다 이기영 이익상 김기진 이상화 임화

윤기정 송영 등의 카프 소속 혹은 동조자들의 초기 작품을 확인할 수 있다

년대는 이러한 전문 문인들의 등장과 함께 한국 근대문학에서 본격적으로 문단이 형성된 시기이

기도 하다 이광수가 주재한 �조선문단�은 이러한 범문단적 조선문학의 집성을 대표하고 있는 잡지이다

뿐만 아니라 문인들이 한국 저널리즘의 중요한 필자로 참여하면서 매체에서 문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

을 뿐 아니라 이러한 문학이 잡지의 성격과 담론의 방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이 이 시기였다 �개벽�

�조선지광� �별건곤�등의 종합지는 한국의 대중여론을 이끄는 중요한 담론을 형성한 잡지였으며 여기에

서 문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컸다 이는 분량상의 문제일 뿐 아니라 발표된 문학작품이 대중독자와의 공감

을 통해 담론의 주요 내용을 형성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 �



요약하자면 년대는 �창조�의 창간을 시작으로 다양한 동인지들이 발행되면서 자율적 독자적 영

역으로서의 문학이 의식적으로 주장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 운동의 영향과 개성과 욕망의 주

장이라는 시대적 조류하에 있는 것이었다 문인의 수도 급증하여 소위 문단이라는 전문가 집단이 형성되었

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독자적 영역으로서의 문학잡지가 확실하게 분화될 수 있었다 문학잡지뿐 아

니라 대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지에서도 문학의 양적 질적 비중이 커져서 대중독자와의 공감 소통

담론의 방향성을 주도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주의 문학과 이를 중심으로 한 문학잡지는 문학의 특수성에 

기반하면서도 문학이 사회운동과 결합되고 현실인식과 실천의 중요한 매개가 될 수 있다는 분화와 심화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다

○ 

년대는 대중적 저널리즘이 본격화된 시대이다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양대 민간 신문사가 증

면경쟁을 벌이면서 대중화의 길로 나섰고 이에 따라 신문 연재소설과 문학 평론 등이 신문 학예면의 중요

한 레퍼토리가 되었다 대중독자의 규모가 커지고 그에 따른 자본 기술적 기반도 확고해지면서 문학뿐 아

니라 사회 여론의 여러 방면을 신문 저널리즘이 이끌었다 문인들은 신문 잡지의 대중성 강화에 따른 상업

성에 우려를 표하면서 신문 저널리즘이 사회정론적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신문사가 자본력과 대중독자를 확보하면서 주요 신문사 발간 종합지들이 이 시기 잡지문화를 대표했다

동아일보사 발간의 �신동아� 조선중앙일보사 발간의 �중앙� 조선일보사 발간의 �조광�은 각각 통권 

호 호 호를 발간하면서 그 지속성 지면의 규모 수용 내용의 다양성 등에서 당대의 대표적 종합지

로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시 소설 평론 등의 중요 문학작품 발표지면이 되었다는 점 이외에도 문인들의 

개인사와 신변적 수필 설문 등을 자주 실시하여 지금도 당대 문인들의 이력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당대 독자들에게 문인들을 중요한 관심대상으로 부각시키고 이들을 문학 창작자로서뿐 아니라 

사회 저명인사로 인식하게 한 것도 빼 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신문사 발간 잡지 이외에 종합 출판사였던 

삼천리사에서 발간한 �삼천리�도 규모나 지속성 면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종합지이다 시인 김동환이 운영

한 삼천리사는 년 �삼천리�를 창간하여 년 �대동아�로 이름을 바꾸고 년 월 폐간할 때까

지 무려 호를 발간하였다 식민지 시기 최장수 종합지라 할 수 있고 지속되는 기간 동안 여러 번 논조를 

바꾸고 급기야 본격적 친일 잡지가 되기까지 여러 차례의 경영적 위기를 겪었다 신문사라는 자본적 기반

이 없는 상태에서 이처럼 장수하기 위해서는 대중적 호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이러한 �삼천리�의 대중

지향은 다양한 문인들의 작품 문인 근황 등을 수록하게 했고 다양한 계급과 성향의 독자들에게 고른 호응

을 받는 효과를 얻었다 한국 근대문인들의 중요한 발표지면이 되었다는 데서도 �삼천리�를 비롯한 종합지

의 문학사적 의미는 크다



이러한 대중적 저널리즘의 규모 영향력 확대와 연동하여 상대적으로 문학잡지는 여러 분야로 분화되

었고 소규모의 동인지적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았다 박용철이 주재한 �시문학� 서정주 등의 �시인부락�

김광균 등의 �자오선�등의 시전문지 극예술연구회의 �극예술� 동경학술예술좌의 �막� 협동예술좌

의 �무대�등의 연극잡지 �문예영화� �대중영화� �영화시대� �대중예술�등의 영화잡지 년대 �해

외문학�의 뒤를 이은 �문예월간� 수필전문지 �박문� 등 장르별 전문지가 다양하게 발간되었다 구인회

동인지인 �시와 소설� 단층파 문인의 동인지 �단층�을 필두로 유명 무명 문인들의 문예동인지가 발간되

었다 유명 문인들의 잡지 동인활동뿐 아니라 무명 문인들 지방 발간 문학 동인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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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이 당시 문학이 대중적 저널리즘에 기반한 대형화 상업화의 추세 속에서 한편으로는 위축되고 한편

으로는 소취미 동인지적 성격을 띠면서 소그룹화되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대중적 파급력의 측

면에서는 한계가 있겠지만 이러한 소규모 동인지는 문학을 생활인의 영역에서 애호하고 창작하는 또 다른 

방식의 대중적 지평을 보여준다

요약하자면 년대는 신문사 자본 중심의 대중적 종합지가 저널리즘을 주도하면서 대형화 상업화

되는 경향을 보였다 문학 작품이 이러한 종합지에 수록되고 문인들이 이 잡지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대

중성의 확보와 상업성의 위험이라는 양날의 칼을 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반해 문학잡지는 장르 

중심 지역 중심 동인 중심으로 분화되고 전문화되었다 본격화된 장르의식과 기존 문단에 진입하지 못한 

신인 무명 문인들의 자생적 동인지 활동은 한편으로는 문학 전문화와 순문학의 경향을 한편으로는 문학

의 왜소화와 양극화의 양상을 보여준다

○ 

일장기 말소사건의 여파로 �신동아�와 �중앙�이 폐간되고 신문사 발간 종합지로는 �조광�만이 계속 

발행되게 되면서 저널리즘의 기반을 가진 작가들을 중심으로 창간된 �문장�과 �인문평론�은 이 시기 문학

을 주도하는 중요한 매체가 된다 문인들의 안목을 중심으로 선정되고 발표되는 문학작품들은 식민지 시기 

중요한 작품들을 망라하고 있으며 중일전쟁 직후의 시국적 상황에 대응하는 문인들의 내면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들 매체의 비중은 크다 이태준이 중심이 된 �문장�과 최재서 임화가 주축이 된 �인문평론�은 

출판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당시의 중요한 문인들의 작품을 단행본으로 묶어내는 동시에 신인 추천 조선문

학전집 전작 장편 등의 기획을 통해 한국 근대문학의 성과를 모아내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년의 동아 조선일보 폐간과 �매일신보�로의 통폐합 �문장� �인문평론�의 폐간과 �국민문학�으

로의 통폐합 문학을 선전선동의 도구로 활용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방송소설과 �방송지우�의 발간 등은 중

일전쟁과 태평양 전쟁으로 이어지는 전쟁기의 파시즘적 문화정책과 국책 강요의 당시 분위기를 고스란히 

반영한다 �국민문학�에 이르러 한국 문학은 침묵과 우회적 발언 이외에는 문학의 독자성과 순수성을 주장

할 수도 없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국민문학�은 년 창간하여 년 월까지 통권 호가 발간되었

으며 초기의 몇 호를 제외하고는 거개가 일문으로 채워진 일문잡지였다 국책 수용과 황국신민화의 친일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당시 거의 유일한 문학작품 발표지면이었으므로 전체주의적 시대상 속에 대응하는 문

학의 여러 면모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당시의 시국담론의 영향력을 감안하면서 이 시기의 문학적 발언

이 지닌 복잡성과 중층성을 면밀히 읽어내야 할 자료이기도 하다

년 �문장�과 �인문평론�의 발간을 시작으로 년 해방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이 시기는 통상적 

진단대로 암흑기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 급부상했던 전쟁 참여와 시국 인식의 담론들



과 함께 그 안에서 저항 혹은 협력의 길

을 걸었던 문인들의 논리는 한국 문학

의 사상적 심화와 윤리적 성찰의 깊이

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

미를 차지한다 �인문평론� �문장�과 

�국민문학�으로 대표되는 이 시기의 잡

지 역시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의 관련

하에서 더욱 충실히 독해되고 연구되

어야 할 자료라 할 수 있다

문학잡지와의 관련하에서 본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과 전개 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① 근대 초기의 잡지

근대 잡지의 출발 

계몽적 근대적 지식 전달의 목적

한시 가사 전기 야담 등 근대이행의 

문학 작품 수록

친목회 회보 서우 태극학보 대한자강회월보 야

뢰 대한유학생회학보 대동학회월보 대한학회

월보 대한협회회보 서북학회월보 기호흥학회

월보 자선부인회잡지 대한흥학보 소년한반도 

② 년대 근대적 종합지
최남선 발간 �소년� 기준

근대적 문예의 성격이 부각

발행인 필자로 주요 근대문인 등장

소년 붉은 저고리 새별 아이들보이 청춘 근

대사조 학지광 여자계 조선문예 유심 태서문

예신보 학우 신청년

③ 동인지 시대의 개막과 문학

잡지의 분화

�창조�를 시작으로 동인지시대 시작

문학 장르의 독자적 자의식 확립

다양한 문학잡지 발간

창조 녹성 서광 서울 삼광 현대 려광 근화

문우 문흥사 폐허 장미촌 백조 금성 문우

경성제대 조선문단 폐허이후 애 시촌 신문

예 영대 가면 시선 개척 문예운동 해외문학

예술운동 습작시대 백치 조선시단 백웅 생의 

성 여시 신시단 원고시대 신소설 무산자 문

예공론 조선문예 문예광 대조 문예영화

④ 대중적 저널리즘과 전문적 

문학잡지

대중적 저널리즘의 확산

중요 대중지 종합지의 발간

시문학 음악과 시 문예월간 신계단 문학건설

문우 연희전문대학 연극운동 신흥영화 동

� �

� �



한국 근대문학의 출발이 신문 및 잡지 매체의 발간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

다 근대문학의 주요 작품들은 대부분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 발표되었으며 잡지와 신문매체의 성격 발행

과 유통의 방향에 따라 한국 근대문학의 방향과 주류가 변동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그러나 이러한 근대 문

학의 발전에 미친 매체의 영향에 비해 신문․잡지의 중요성은 충분히 주목받지 못한 면이 있다 자료의 확

보나 관리 차원에 있어서도 매체 자료는 단행본에 비해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받아 왔고 그에 따른 망실이

나 훼손의 정도도 심한 편이다 물론 연구자들에 의해 잡지 매체의 성격과 그에 연동한 문학의 가치 및 특성

을 구명하는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지만 이러한 연구가 근대문학자료로서 잡지의 보존 및 관리의 구

체적인 방향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일단은 연속 간행물의 특성상 장기간 발간되고 문학자료뿐 아

니라 다양한 정보와 기사들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근대문학자료로서의 전체적 면모를 개별적 연구가 감

당하기에는 힘들다 또한 다양한 판본으로 대중적으로 공급되고 전달되는 단행본과는 달리 잡지매체는 원

본이나 혹은 소수의 영인 자료로만 접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대중적 관심을 얻거나 연구자의 저변을 확

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잡지 및 매체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텍스트주의의 오래된 폐해를 교정하고 문학을 사회 문화적 

산물로서 이해하고 연구하는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 잡지매체를 그저 문학을 실어나르는 도구가 아니라 문

학이 사회와 교통하고 당대의 현실에 입체적으로 관계 맺는 매개로 바라봄으로써 문학의 가치와 의미는 

더욱 풍부하게 증명될 수 있을 것이다 년 발간된 문학잡지를 조사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이러

시 연극 영화 등 장르별 지역별 발간 

등 문학잡지의 성격 다양화

성 전선 조선문학 형상 극예술 문학창조 신

인문학 삼사문학 창작 시원 예술 문학 시문

학사 문학 문학사 시건설 낭만 시인부락

막 풍림 시와 소설 문예가 탐구 요람 백광

자오선 단층 문원 시인춘추 박문 삼천리문

학 해협 고양 맥 청색지 웅계 

⑤ 언론 통폐합 시대의 문학잡

지

�인문평론� �문장�의 발간

언론 통폐합과 잡지의 국책반영

인문평론 문장 시림 작품 백지 시학 순문예

업 국민문학 방송지우



한 매체의 가치를 전제하는 것이며 근대문학자료의 확인과 보존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매체의 의미를 사

유하기 위한 것이다

기초 목록 작성은 한국 근대문학연구자들의 선행연구 잡지매체에 대한 연구 자료에 의거했다 근대문

학연구에 대한 개별 자료들을 제외한 잡지매체의 목록과 성격에 관련해 참고한 자료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

과 같다

� �

한국 잡지 연구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김근수 선생이 근대초기부터 해방 이전까지의 잡지 자료를 개관

하고 주요 잡지의 호별 목차를 정리한 자료이다 구한말 시기 무단통치기 문화정치기 문화정치 표방기

친일언론강요시대로 시기를 구분하여 총 여종의 잡지 자료를 개관하고 호별 목차를 정리했다 문학잡

지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 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나 중요 문학잡지들이 대다수 포함되어 있어 해방 이전 한

국잡지 자료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기초가 되는 자료이다 년대에 작성된 만큼 이후 발굴된 자료들이 

누락되었고 이후 개진된 근대문학 신문학 분야의 연구 성과들이 충분히 수용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해

야 한다

� �

문학잡지에 국한하지 않고 근대초기부터 년대 초반까지 발간된 전체 잡지자료를 대상으로 삼았다

총 여 종의 잡지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으며 창간사 창간호 목차 발간인 및 편집인 정보 통권정보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 한국 근대 잡지의 면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문학분야에 관해서는 우리 현대문학 초기의 동인지 년대의 문예잡지 년대의 문예잡지등

의 항목을 따로 설정하여 �창조� �백조� �폐허� �해외문학� �문예운동� �백치� �시문학� �문예월간�

등 총 종의 잡지에 대한 정보를 다루고 있다

� �

근대초기부터 년대 후반기까지의 시기를 중심으로 문예지와 문학 관련지를 중심으로 한국 근대문

학과 한국 근대사상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이다 출간 정보 주요 권호의 기사 내용 등의 정보를 제공

하고 사상의 요체 등 문예지의 특징을 요약적으로 서술하고 있어서 사상 변모를 근거로 한 문예지의 성격



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친목학회보�로부터 �국민문학�까지 종의 문학 관련 잡지를 다루고 있어서 

문학잡지를 중심으로 한 근대문학의 흐름 사상적 기반을 확인할 수 있다 잡지 선정의 기준이나 문학잡지

의 성격 규정과 관련한 구체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문학잡지의 정의와 수록잡지의 범위를 명확하게 이해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 �

년에 발간된 한국 근대잡지에 수록된 문학텍스트의 목록을 총정리한 자료이다 기존 자료

들이 대부분 문학잡지뿐 아니라 전체 잡지들을 망라하고 있는 데 반해 이 자료는 전체 잡지에 수록된 문학

텍스트를 특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총 여종의 잡지에 수록된 문학텍스트를 시 소설 수필 평론

희곡 등의 장르로 구분하여 수록했다 한국 잡지에 발표된 문학텍스트의 전량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장

점이나 잡지에 대한 정보 창간사나 권두언 기타 관련 자료들이 제외되어 있어 문학 텍스트를 전체 맥락에

서 분리시킬 우려가 있다 잡지 선정의 기준 누락 권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신뢰성을 떨어트리는 면이 

있으며 잡지 중심의 편제이기 때문에 개별 문학기사에 대한 정보 확인에 난점이 있다

� �

년 발표된 �근대문화유산 문학분야 목록화 조사연구 보고서�의 후속 기획이다 근대문화유산이라

는 관점에서 신문과 잡지에 접근한 조사연구보고서로 희귀성과 중요성을 근거로 문화유산에 포함될 수 있

는 잡지 분야 자료들을 목록화했다 년 년까지의 시기를 대상으로 시기별 잡지의 종류와 특징을 

개관함으로써 한국 잡지사를 축약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했다 희귀성 보존 필요성을 근거로 근대 초기의 

잡지에 특화된 조사연구라 할 수 있다 근대 초기의 잡지는 전호를 목록에 포함시켰고 년대 이후의 

잡지들은 창간호만 수록하고 있다 잡지에 대한 정보 소장정보까지 포함하여 자료의 차원에서 잡지에 접

근하는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잡지매체에 대한 자료는 문학 분야뿐 아니라 한국 근대 잡지 전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초자료로서 손색이 없으나 근대문학자료로서 매체에 접근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정리

하기 위한 방법을 동시에 고민할 필요가 있었다 연구팀은 이상의 자료들을 기초로 하고 한국 근대문학 분

야의 여러 연구 성과를 참고하여 총 종의 기초 목록을 작성했다 이중 년 이전의 자료는 �친목회학

보� �소년한반도� �서우� �학지광� 등을 포함한 종이며 년 이후의 자료는 �창조� �려광� �폐

허� �현대� �시문학� 등을 포함하는 종을 선정했다

이들 자료를 목록화 하는 데 있어서 조사의 초점을 맞춘 것은 각 잡지의 발간 사항과 민간 연구자들의 

접근성이었다 식민지 시대 잡지의 경우 검열이나 출판사의 영세성 때문에 정기적인 발행이 실질적으로 불



가능했기 때문에 각 잡지의 권호가 정확히 언제 발행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또한 영인본 출판

과 디지털 아카이브화를 조사함으로써 접근성을 살펴보고 앞으로 식민지 시대 발간된 근대 문학잡지의 보

존․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親睦會會報 통권 호 통권 영인본 일부 디지털

少年韓半島 통권 호 일부 영인본 일부 디지털

西友 통권 호 통권 영인본 일부 디지털

大韓自强會月報 통권 호 통권 영인본 일부 디지털

太極學報 통권 호 통권 영인본 일부 디지털

夜雷 통권 호 영인본 없음 일부 디지털

大韓留學生會學報 통권 호 통권 영인본 일부 디지털

小年 통권 호 통권 영인본 일부 디지털

大東學會月報 통권 호 일부 실물 미확인 일부 디지털

大韓學會月報 통권 호 통권 영인본 일부 디지털

大韓協會月報 통권 호 통권 영인본 일부 디지털

西北學會月報 통권 호 통권 영인본 일부 디지털

畿湖興學會月 통권 호 통권 영인본 일부 디지털

자선부인회잡지 통권 호 통권 영인본 디지털 자료 없음

大韓興學報 통권 호 통권 영인본 일부 디지털

붉은져고리 통권 호 실물 미확인 디지털 자료 없음

우리의 가뎡 통권 호 통권 영인본 디지털 자료 없음

새별 통권 호 일부 영인본 일부 디지털

아이들보이 통권 호 일부 영인본 일부 디지털

靑春 통권 호 통권 영인본 일부 디지털

近代思潮 통권 호 통권 영인본 디지털 자료 없음

學之光 통권 호 일부 영인본 일부 디지털

女子界 통권 호 일부 영인본 일부 디지털

반도시론 통권 호 일부 실물 미확인 일부 디지털

朝鮮文藝 통권 호 영인본 없음 일부 디지털

惟心 통권 호 통권 영인본 일부 디지털

泰西文藝新報 통권 호 실물 미확인 디지털 자료 없음

學友 통권 호 영인본 없음 디지털 자료 없음



綠星 통권 호 통권 영인본 디지털

曙光 통권 호 영인본 없음 일부 디지털

서울 통권 호 일부 영인본 디지털

創造 통권 호 통권 영인본 일부 디지털

三光 통권 호 영인본 없음 디지털 자료 없음

新靑年 통권 호 통권 영인본 디지털 자료 없음

現代 통권 호 통권 영인본 디지털 자료 없음

麗光 통권 호 영인본 없음 디지털 자료 없음

槿花 통권 호 영인본 없음 디지털 자료 없음

文友 문흥사 통권 미상 영인본 없음 디지털 자료 없음

廢虛 통권 호 통권 영인본 일부 디지털

薔薇村 통권 호 통권 영인본 디지털 자료 없음

白潮 통권 호 통권 영인본 일부 디지털

金星 통권 호 통권 영인본 일부 디지털

文友 경성제대 연대 불명 연대 불명 통권 미상 일부 영인본 디지털 자료 없음

朝鮮文壇 통권 호 통권 영인본 일부 디지털

愛 연대 불명 통권 미상 영인본 없음 디지털 자료 없음

廢墟以後 통권 호 통권 영인본 디지털 자료 없음

詩村 통권 호 영인본 없음 디지털 자료 없음

新文藝 연대 불명 통권 미상 영인본 없음 일부 디지털

靈臺 통권 호 통권 영인본 디지털 자료 없음

가면 연대 불명 연대 불명 통권 미상 영인본 없음 디지털 자료 없음

詩選
연대 불명

연대 불명 통권 미상 영인본 없음 디지털 자료 없음

개척 연대 불명 통권 미상 영인본 없음 디지털 자료 없음

文藝運動 연대 불명 통권 미상 영인본 없음 디지털 자료 없음

海外文學 통권 호 통권 영인본 디지털 자료 없음

藝術運動 통권 호 영인본 없음 디지털 자료 없음

習作時代 통권 호 영인본 없음 디지털 자료 없음

白雉 통권 호 영인본 없음 디지털 자료 없음

朝鮮詩壇 통권 호 일부 영인본 디지털 자료 없음

白熊 통권 호 영인본 없음 디지털 자료 없음

生의 聲 통권 호 일부 영인본 디지털 자료 없음



文藝 映畵 통권 호 통권 영인본 디지털 자료 없음

如是 통권 호 통권 영인본 일부 디지털

新詩壇 통권 호 일부 영인본 디지털 자료 없음

原稿時代 통권 호 영인본 없음 디지털 자료 없음

新小說 통권 호 영인본 없음 일부 디지털

無産者 연대 불명 연대 불명 통권 미상 일부 영인본 디지털 자료 없음

文藝公論 통권 호 일부 영인본 디지털 자료 없음

朝鮮文藝 통권 호 일부 영인본 디지털 자료 없음

文藝狂 통권 호 통권 영인본 디지털 자료 없음

大潮 통권 호 통권 영인본 일부 디지털

詩文學 통권 호 통권 영인본 일부 디지털

音樂과 詩 통권 호 통권 영인본 디지털 자료 없음

文藝月刊 통권 호 통권 영인본 일부 디지털

新階段 통권 호 일부 영인본 일부 디지털

文友 연희전문대 연대 불명 통권 미상 영인본 없음 디지털 자료 없음

文學建設 통권 호 영인본 없음 디지털 자료 없음

演劇運動 연대 미상 통권 미상 일부 영인본 디지털 자료 없음

新興映畵 통권 호 통권 영인본 디지털 자료 없음

東聲 통권 호 영인본 없음 디지털 자료 없음

全線 통권 호 일부 영인본 일부 디지털

朝鮮文學 통권 호 일부 영인본 일부 디지털

文學 시문학사 통권 호 통권 영인본 일부 디지털

形象 통권 호 통권 영인본 디지털 자료 없음

劇藝術 통권 호 통권 영인본 디지털

文學創造 통권 호 통권 영인본 일부 디지털

新人文學 통권 호 통권 영인본 일부 디지털

三四文學 통권 호 일부 영인본 일부 디지털

創作 통권 호 일부 영인본 일부 디지털

詩苑 통권 호 통권 영인본 일부 디지털

藝術 통권 호 통권 영인본 디지털 자료 없음

文學 문학사 통권 미상 영인본 없음 디지털 자료 없음

浪漫 통권 호 통권 영인본 일부 디지털

詩人部落 통권 호 통권 영인본 일부 디지털



幕 통권 호 통권 영인본 일부 디지털

風林 통권 호 일부 실물 미확인 일부 디지털

詩와 小說 통권 호 통권 영인본 디지털 자료 없음

探求 통권 호 영인본 없음 디지털

文藝街 연대 불명 통권 미상 영인본 없음 디지털 자료 없음

白光 통권 호 영인본 없음 일부 디지털

搖籃 통권 호 영인본 없음 일부 디지털

子午線 통권 호 통권 영인본 디지털 자료 없음

斷層 통권 호 일부 영인본 디지털 자료 없음

文園 통권 호 영인본 없음 디지털 자료 없음

詩人春秋 통권 호 통권 영인본 디지털 자료 없음

博文 통권 호 통권 영인본 일부 디지털

三千里文學 통권 호 일부 영인본 일부 디지털

海峽 연대 불명 통권 미상 영인본 없음 디지털 자료 없음

高揚 통권 호 영인본 없음 디지털

靑色紙 통권 호 일부 영인본 일부 디지털

貘 통권 호 일부 영인본 디지털 자료 없음

芽 통권 호 일부 영인본 일부 디지털

人文評論 통권 호 통권 영인본 디지털

舞臺 통권 호 통권 영인본 디지털 자료 없음

雄鷄 통권 호 영인본 없음 디지털 자료 없음

文章 통권 호 통권 영인본 디지털

詩林 통권 호 일부 영인본 디지털 자료 없음

詩建設 통권 호
일부 영인본

일부 실물 미확인
일부 디지털

作品 통권 호 통권 영인본 디지털 자료 없음

白紙 통권 호 통권 영인본 일부 디지털

詩學 통권 호 일부 영인본 일부 디지털

純文藝 연대 불명 통권 미상 영인본 없음 일부 디지털

業 연대 불명 통권 미상 영인본 없음 디지털 자료 없음

國民文學 통권 호 통권 영인본 일부 디지털

放送之友 연대 불명 통권 미상 영인본 없음 일부 디지털



작성된 기초 목록을 바탕으로 한 소장처 조사는 차적으로 검색을 활용했다 국가자료종합목록시

스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제공 검색시스템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

지 등을 통해 주요 잡지 자료의 소장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입수된 주요 소재지를 타깃으로 차 조사를 진행했다 주요 소재지의 에 접근하여 종의 문학

잡지를 검색하고 실사 조사를 진행했다 차로 개인소장자 문학관 사립고등학교의 소장 목록을 교차대조

하는 작업을 진행해 조사결과 총 종 권 결호 정보 미포함 에 대해 건의 소장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중 �붉은 저고리� �태서문예신보� �가면� �개척� �시선�의 총 종의 잡지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

다 �붉은 저고리� �태서문예신보�는 일부 혹은 전체에 대한 영인본이 발간되어 있으나 원본 소장에 대한 

정보는 없다 �붉은 저고리� 하버드 옌칭 연구소에 사본이 존재하고 한국신문박물관에 일부 소장되어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물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태서문예신보�는 백철 白鐵 소장본을 바탕으로 영

인본이 발간되었다고 하나 백철 사후에 원본의 행방과 소재는 확인이 불가능했다

�가면�과 �개척� �시선�은 발간일과 발간인 통권 정보 등이 출판 광고 등으로 일부 알려져 있지만 원

본을 확인할 수 없는 자료였다 �개척�은 식민지 시대에 동일한 제목으로 차례 발간됐다 연구팀의 조사대

상인 �개척�은 년에 발간된 것으로 최덕교는 선행 연구에서 �개척� 호를 확인한 것으로 밝혔는데

본 조사 과정에서 그 실물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소재를 확인한 문학잡지는 다음과 같은 서식에 따라 서지 사항을 정리했다



문학잡지는 일제 당국의 검열과 당대 출판사의 영세한 경제 상황으로 발행 주기가 정확히 지켜지지 않

은 경우도 많아서 소장처가 권호별로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단행본에 비해 자료로서의 가치가 폭

넓게 인정되고 있지 못한 형편이라 개인 장서가들에게도 부차적으로 다루어졌으며 소장자도 단행본에 비

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잡지분야에서는 소장 총량을 조사

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그것의 완결성 여부를 가늠하기도 힘들다

연구팀에서는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주요 기관의 소장현황을 확인하는 동시에 결호정보를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위의 종은 잡지의 원본 전호가 국내에서 발견되지 않은 경우이며 이 밖에도 전체 발간 권

호가 모두 갖추어지지 않은 부분 결호 잡지도 많다 예컨대 �학지광� �청춘� �소년�등의 결호가 잘 알려

진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결호정보를 바탕으로 전체 잡지의 면모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

는 편이 전체 자료조사의 차원에서는 더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아울러 영인본 정보에 대한 

확인도 필요했다 단행본의 경우에는 원본이 아니더라도 여러 판본으로 재출간되어 내용에 대한 확인이 가

능한 반면 잡지는 원본이 아니면 영인본을 통해서만 실체에 접근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연구자들이 대

부분 자료의 확인을 영인본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정을 생각하면 원본여부와 그것의 영인 여부 영인본의 

충실성에 대한 정보를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대 잡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연구팀에서는 이러한 관점하에 현재 국내 발간된 영인본 자료와 소장처가 확인된 원본을 비교하고 

영인본의 결락사항을 확인했다

원본 소재․영인본 발간 

親睦會會報 西友 大韓自强會月報 太極學報 大韓留學生會學報 小年 大韓

學會月報 大韓協會月報 西北學會月報 畿湖興學會月 자선부인회잡지

大韓興學報 우리의 가뎡 靑春 近代思潮 惟心 綠星 新靑年 創造 現代

廢虛 白潮 金星 朝鮮文壇 廢墟以後 新詩壇 靈臺 海外文學 文藝 映畵

如是 文藝狂 大潮 詩文學 音樂과 詩 文藝月刊 新興映畵 文學 시문학

사 形象 劇藝術 文學創造 新人文學 詩苑 藝術 浪漫 詩人部落 幕 詩와 

小說 子午線 詩人春秋 博文 人文評論 舞臺 文章 作品 白紙 國民文學 

영인본 미발간 夜雷 朝鮮文藝 學友 曙光 三光 麗光 槿花 文友 문흥



문학잡지의 영인본 발간 사항은 위와 같이 정리가 되었다 실재하는 문학잡지를 원본과 영인본 모두 확

인할 수 있는 종수는 종이며 원본은 있지만 영인본이 발간되어 있지 않아서 접근이 어려운 경우는 종

이었다 영인본이 발간되었지만 실재하는 일부 원본을 결락했거나 영인본으로는 확인 가능하지만 실재 원

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종이었다 한편 영인본으로 발간되어 있지만 원본은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붉은 저고리�와 �태서문예신보� 종이었다 마지막으로 원본으로도 영인본으로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가면� �개척� �시선� 종이었다

종 문학잡지의 발간 사항과 함께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영인본 원본의 발간 현황을 표로 제시했다

표에 나타나 있는 다음과 같은 기호를 바탕으로 정리했다

․

사 薔薇村 愛 詩村 新文藝 文藝運動 藝術運動 習作時代 白雉 白熊

原稿時代 新小說 文友 연희전문대 文學建設 東聲 文學 문학사 探

求 文藝街 白光 搖籃 文園 海峽 雄鷄 純文藝 業 放送之友

일부 원본 소재․일부 영인본 발간

少年韓半島 大東學會月報 새별 아이들보이 學之光 女子界 반도시론

서울 文友 경성제대 朝鮮詩壇 生의 聲 無産者 文藝公論 朝鮮文藝

新階段 演劇運動 全線 朝鮮文學 三四文學 創作 風林 斷層

三千里文學 靑色紙 貘 芽 詩林 詩建設 詩學 

원본 소재 불명․영인본 발간 붉은져고리 泰西文藝新報

원본․영인본 소재 불명 가면 詩選 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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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조사를 바탕으로 각 문예

지의 통권 발행 사항과 일반 연구

자들의 자료 접근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년에 발간된 

문학잡지의 원본의 실물이 존재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인본으

로 발간된 적이 없는 문예지가 다

수 존재하고 있다 기존의 문학 연

구가 단행본 작품을 중심으로 이

루어졌기 때문에 �창조� �조선문

단� �문장�등을 제외하고 문학사

적으로 중요한 평가를 받지 못한 

문학잡지들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기존의 문학사 서술과 연표는 단선적으로 서술될 수밖에 

없었다 년대 들어 새롭게 연구 대상으로 등장한 문학잡지 �신청년� �려광� �문우� �방송지우� 등

을 통해서 심훈 이기영 김동인 등 주요 문인들의 작품이 새롭게 발굴되기 시작했다 이 문학잡지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문학사 연구를 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 중 종의 문

예지를 영인본으로 연구자들이 접근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문학잡지의 영인본이 존재하더라도 그 대다수가 년대 간행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

굴된 자료들은 영인본의 형태로 접근할 수 없는 사례들이 다수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동경유학생들이 

년간 통권 호를 발행한 �학지광�은 이광수 김동인 등 한국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놓인 작가들의 글

이 게재된 잡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지광�의 역락사판 영인본의 경우 절반 정도는 누락된 채 영인

되어 있다 최근 �아단문고 미공개자료 총서�를 통해 �학지광�의 일부 누락본이 영인본으로 발간돼 연구자

들의 주목을 받았지만 아직도 그 전체의 규모를 확인하기 어렵다 �학지광� 호의 원본은 실재하지만 아직

도 영인본에서는 누락된 채로 남아 있다

또한 영인본이 발간되었다 하더라도 이념적 문제 때문에 온전한 내용을 담지 못하고 훼손된 채 출판될 

수 없었던 사실에도 주목해야 한다 월북문인 해금조치 이전에 발간된 영인본의 경우 월북 문인들의 이름

을 지운 채 발행되었다 또한 사회주의 계열의 작품과 논설은 이데올로기 문제로 삭제된 채 수록되는 경우

가 다반사였다 새로 발굴된 자료와 월북문인 문학 작품을 금지한 조치로 인해 영인본 발간에 제약이 있었

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문학잡지를 새롭게 영인하는 작업은 국문학 연구를 위해 필수적인 기초 작업이다

영인본으로는 존재하지만 원본을 찾을 수 없는 문학잡지들 역시 고려해야할 대상이다 대표적으로 �태

서문예신보�의 경우 영인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는 있지만 통권 자체의 행방이 묘연하다 이들 

� � � �



자료의 경우 영인본 형태로 접근할 수 있기에 원본 조사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떨어진다 그러나 근대문학

유산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문학잡지가 어떤 방식으로 보관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으며 원본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시급한 관리가 필요하다

행방을 알 수 없는 문예지 �가면� �개척� �시선�을 발굴하고 입수하는 작업도 긴요하다 �가면�의 경

우 김소월 김억 염상섭 등의 작품이 게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통권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들은 년대 문학사를 재인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문학잡지이다

이들 잡지의 국내 소장을 확인할 수 없다면 일본이나 중국 북한 미국으로 그 조사대상 지역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디지털 아카이브는 역사적 기록물이나 자료에 대한 접근도가 뛰어나고 대출이나 복사 과정에서 자료 

훼손도가 적다는 점에서 영인본 발간을 훌륭하게 대체한다 과거 마이크로 필름형태로 보존했던 잡지 신문

자료들을 디지털 아카이브로 교체하는 과정이 주요 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과 국회도서관을 비롯한 공공도서관과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와 같은 대학도서관에서 디지

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다 독립기념관과 같은 박물관에서는 외부 전산망을 통해서는 디지털 자료에 접

근하기 어렵지만 내부 전산망을 통해서 방문객들에게 소장 자료에 대한 정보와 원문 정보를 디지털 아카

이브로 제공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은 근대 문학잡지 권 중 권을 아카이브화해 에 이르는 디지털

화를 구축했다 전자정보도서관을 시작으로 디지털 아카이브화에 앞장서고 있는 기관이다 방대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음에도 다수 자료의 디지털화를 구축하고 있다 다른 기관과는 달리 일제강점기 희귀본 연간간

행물을 대상으로 기사 제목과 저자명 등을 통해 자료 검색 시스템을 갖추었다는 점은 앞으로 문학잡지의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미상

독립기념관 미상



디지털 아카이브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근대 문학잡지 권 중 권을 아카이브화해 에 이르는 디지털화를 구축했다

권 중 �대한자강회월보�와 �대한협회회보� 권은 국회도서관과 협약이 맺어진 기관에서만 접근이 가

능하며 권의 자료는 외부에서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할 뿐만 아니하 파일로 원문을 제공하고 있다

고려대학교는 소장하고 있는 근대 문학잡지 권 중 권을 아카이브화해 에 이르는 디지털

화를 이루어냈다 기관 외부 회원들도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서강대학교는 소장하고 있는 근대 문학잡지 권 중 권을 아카이브화해 에 이르는 디지털화

를 이루어냈다 기간 외부 회원들이 점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파일로 원문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는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하고 있으나 현재 도서관 이전 사업과 함

께 내부 검색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안정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서우� �야뢰�등 다수

의 문학잡지 자료를 디지털 원문 서비스로 구축했지만 권호 별로 확인할 수 없고 통권으로만 자료를 확인

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는 분기 별로 소장 자료를 꾸준히 디지털화하고 있다

독립기념관은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을 디지털 아카이브로 제공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자료들을 내부전

산망에서밖에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일부 자료들은 원문이 아닌 표지와 목차 등 일부 자료들만을 제시하

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개인 소장자나 문학관 자료의 경우 디지털 원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인과 연구자들

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들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을 디지털 아카이브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긴요하다

본 연구팀은 이번 조사를 통해서 기존 연구사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문학잡지 자료 세 건을 확인할 수 

있었다

○ � �

년대 한국 근대문학사에서는 모더니즘 사조가 등장했다 유럽에서 시작된 초현실주의와 다다이즘

에 발맞춰 식민지 조선에서도 다양한 문학적 기법을 실험하며 미적 근대성을 추구했던 다양한 문학 동인이 

등장했다 �삼사문학�은 모더니즘 문학 운동의 주요한 흐름을 차지하고 문예지이다

�삼사문학� 호가 일부 영인된 형태로 소개된 바 있었으나 간기를 포함한 일부 내용이 파본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서상진 개인소장자를 통해서 완전한 형태의 �삼사문학� 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간기에 



의하면 년 월에 경성에서 발간되었으며 잡지 뒷면

에는 호 한정판 출판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그중 서상

진이 소장하고 있는 장서는 호였다 추상화가 김환기에 

의해서 장정이 꾸며져 있기에 출판 문화사에서도 가치가 

높은 잡지이다 또한 당대 출판문화에서는 세로쓰기가 주

류를 이루었는데 �삼사문학� 호는 이색적으로 가로쓰기

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 � �

황석우가 주간했던 �조선시단�은 시를 대중 예술로써 

강조했던 문예지였다 시의 대중화론을 주장했던 황석우

의 문예관에 맞춰 다수의 아마추어 문인들과 학생들의 투

고로 이루어진 문예지였다 통권 호까지 발간된 것으로 

알려진 �조선시단�은 그간 호와 호의 실물을 확인할 수

는 없었다 조사 과정에서 영남대학교 고문헌자료실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시단 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

었다 황석우의 권두언과 다양한 아마추어 문인과 학생들이 투고한 �조선시단� 호는 년 월 일

에 발행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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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태평양 전쟁 시기 일제의 출판정책에 의해 대다수의 문예지들이 폐간되었다 �국민문학�을 중심으로 

관제에 의해 통제된 소수의 문예지만이 남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라디오 방송과 관련된 잡지 �방송지

우�가 발간되었다 식민지 시대 작가들 다수가 참여해 라디오 방송극과 라디오 소설을 창작했다 일본어와 

조선어가 동시에 사용된 이중 언어의 양상을 보여주는 잡지였다 조선어 문학이 창작되는 것이 용인되지 

않던 일제 말기 조선어 작품이 게재될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매체였다 서재길을 비롯한 연구자에 의해 �방

송지우�가 권 호 년 ․ 월 통합호 까지 발굴되어 왔지만 권 호의 실물이 소개된 바는 없었다

독립기념관 자료실에서 �방송지우�의 권 호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파본으로 존재하고 있다 목차

상으로는 김동인 정인택 등의 소설이 수록되어 있는데 본문이 파손되어 있어 확인할 수는 없다 �방송지

우�는 아직 통권 미상으로 남겨져 있으며 일부 자료들만 소개되어 있을 뿐 영인본으로 발간된 바 없어 아

쉬움을 남긴다

년 문학잡지 자료 소장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종에 대하여 건을 소장하고 있음

을 확인하였다 소장처는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개인소장자 문학관 및 박물관으로 분류했다

� � ․



본 연구의 조사대상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전국 대학도서관은 총 개교로 조사되었으며 총 건

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장 상위의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가 각각 약 여건의 

문학잡지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밖에도 서울대학교 고문헌 자료실에도 여건에 가

까운 근대문학자료가 소장되어 있다 년 문학잡지의 소장 실태를 파악할 때 가장 중점에 두고 

조사할 기관이 대학도서관임을 알게 해준다

대학도서관 중 문학잡지 자료 보유 건수에서 상위를 차지한 대학들은 아래의 표와 같다 이 대학 중 고

려대학교와 서울대학교 서강대학교는 소장하고 있는 문학잡지를 디지털 아카이브화해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전국 공공도서관은 총 개로 조사되었으며 총 건의 자료

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공공도서관 소장자료 건 중 국립중앙도서관이 건 국회도서

관이 건을 소장하고 있어 이 두 개 주요 기관을 제외하면 소장 권수가 미미하다 년 문학잡

지 자료를 놓고 볼 때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을 중심으로 문헌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은 이들 자료를 디지털 아카이브로 제시하고 있어 일반인들의 접근도가 높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세종대학교

한국학 중앙연구원

영남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은 원본 미소장 자료에 대해서는 수십 종의 영인본 자료를 소장하고 있어 연구자

의 접근 가능성을 높였다

공공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의 문학잡지 자료 보유 건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본 연구팀이 직․간접 접촉하거나 협조를 얻어 소장 자료 목록을 입수할 수 있었던 개인소장자는 아단

문고 여승구 화봉문고 서상진 윤길수 전갑주 오영식이며 본 연구의 조사대상 자료에 대하여 현재 총 

권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중 아단문고의 소장 자료가 건으로 공공도서관이나 대학

도서관을 넘어서 가장 많은 양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개인소장자 별 상세 소장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본 연구팀이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거나 협조를 얻어 박물관 및 문학관을 조사한 결과 문학잡지를 소장

하고 있는 문학관과 박물관은 매우 적었다 대다수의 문학관과 박물관이 단행본 위주의 자료를 소장하고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아단문고

윤길수

서상진

여승구 화봉문고

전갑주



있었다 민간박물관 중 기독교 기념관은 건을 소장하고 있었는데 그 중 대다수는 년 이전에 발행된 

근대 초기 문학잡지였다 국공립 박물관 중 독립기념관이 종의 문학잡지를 소유해 가장 많은 양을 보여

주고 있다

여의도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잡지 박물관에 김근수 등 작고한 서지학자들의 소장 자료가 일부 유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한국잡지 박물관의 협조를 얻지 못해 조사를 할 수 없었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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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노월 ｢사후 死後 의 정서 情緖 ｣ �백

치� 창간호

김건 ｢문예창작론｣ �백치� 창간호

홍사용 ｢할미꽃｣ �여시� 창간호

방춘해 ｢처녀의 머리채｣ �여시�창간호

유엽 ｢정성스럽게 살기 위하여 �여시�

창간호

김병호 ｢살생｣ �신시단� 창간호

김영팔 ｢적심｣ �생의성� 창간호

� �

� �

� �

� �



종

간

월 �生의성� 통권 호

월 �신시단� 통권 호

창

간

월 �문예공론�

월 �조선문예�

월 �신소설�

�무산자� 통권 미상

김기진 ｢단편 서사시의 길로｣ �조선문

예� 창간호

김기진 ｢프로문예의 대중화 문제｣ �문

예공론� 창간호

박영희 ｢예술이란 무엇인가 ｣ �조선문

예� 호

최독견 ｢환원｣ �신소설� 창간호

최서해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 �신소

설� 창간호

현진건 ｢정조와 약가 藥價 ｣ �신소설�

창간호

� �

� �

� �

�

�

� �

� � � �

종

간

월 �조선문예� 통권 호

월 �문예공론� 통권 호

창

간

월 �문예광� 통권 호

월 �대조�

월 �시문학�

월 �음악과시� 통권 호

김동인 ｢배회｣ �대조�

이태준 ｢오십전 은화｣ �신소설� 호

정지용 ｢바다｣ �신소설� 호

송영 ｢지하촌｣ �대조� 호

최승일 ｢거리의 여자｣ �대조� 호

나혜석 ｢젊은 부부｣ �대조� 호

김영랑 ｢동백닙에 빛나는 마음｣ �시문

학� 창간호

박용철 ｢떠나가는 배｣ �시문학�창간호

․

� �

� �

� �

� �

� �

� �

종

간

월 �학지광� 통권 호

월 �신소설� 통권 호

월 �대조� 통권 호

창

간
월 �문예월간�

유진오 ｢상해의 기억｣ �문예월간� 호

홍일오 ｢고우｣ 故友 �문예월간� 호

박용철 ｢효과주의적 비평논강｣ �문예

월간� 호

최독견 ｢구혼｣ �문예월간� 호

� �

� �

� �

� �



종

간
월 �시문학� 통권 호

홍일오 ｢글공부｣ �문예월간� 호

유치진 ｢토막｣ �문예월간� 호

� �

� �

� �

� �

� �

창

간

월 �신계단�

월 �연극운동�

월 �신흥영화� 통권 호

월 �동성�

월 �문우�

월 �문학건설� 통권 호

유치진 ｢연극의 대중성｣ �신흥영화�창

간호

유치진 ｢토막｣ �문예월간� 호

현철 ｢조선신극계의 회고와 전망｣ �신흥

영화� 창간호

신석초 ｢예술적 방법의 정당한 이해를 

위하야｣ �신계단� 창간호

이북명 ｢출근정지｣ �문학건설�창간호

� �

� �

� �

종

간

월 �문예월간�

월 �연극운동� 통권미상

창

간

월 �전선�

월 �조선문학�

이기영 ｢박승호｣ �신계단� 호

한설야 ｢저수지｣ �신계단� 호

박태원 ｢오월의 훈풍｣ �조선문학�

이효석 ｢돈 豚 ｣ �조선문학� 호

안함광 ｢동반자작가문제를 청산함｣ �조

선문학� 호

임화 외 ｢문예좌담회｣ �조선문학� 호

� � �

�

� �

� �

� �

� �

종

간

월 �동성� 통권 호

월 �전선� 통권 호

월 �신계단� 통권 호

창

간

월 �문학�

월 �형상�

월 �극예술�

월 �문학창조� 통권 호

월 �신인문학�

월 �삼사문학�

이기영 ｢돌쇠｣ ｢서화｣의 속편 ｣ �형상�

창간호

김남천 ｢창작 방법에 있어서의 전환의 

문제｣ �형상� 호

임화 ｢언어와 문학 특히 민족어와의 관

련에 대하여｣ �문학창조� 창간호

노자영 ｢청묘｣ �신인문학� 창간호

이무영 ｢당기｣삽화 �신인문학�창간호

노춘성 ｢아버지｣ �신인문학� 호

� �

� �

� �

� �

� �

종

간

월 �문학� 통권 호

월 �형상� 통권 호

월 �조선시단� 통권 호

창

간

월 �시원�

월 �예술�

월 �창작�

한 효 ｢소화 년도 문학운동의 제경향｣

�예술� 호

계용묵 ｢백치 아다다｣ �조선문단� 호

김기림 ｢현대시의 기술｣ �詩苑�창간호

이은상 ｢한상의 삼언시｣ �詩苑�창간호

류춘정 ｢문예소론｣ �신인문학� 호

노자영 ｢문학산보｣ �신인문학� 호

이시우 ｢절연하는 논리｣ �삼사문학� 호

� �

� �

� �

종

간

월 �삼사문학� 통권 호

월 �시원� 통권 호



창

간

월 �문학�

월 �시와소설� 통권 호

월 �탐구�

월 �문예가� 통권미상

월 �낭만� 통권 호

월 �시인부락�

월 �시건설�

월 �막�

월 �풍림�

김유정 ｢봄과 따라지｣ �신인문학� 호

김남천 ｢건전한 사실주의 길｣ �조선문

단� 호

임 화 ｢언어의 현실성 문학에 있어서의 

언어｣ �조선문학�

박태원 ｢방란장주인｣ �시와소설�창간호

� �

� �

� �

� �

� �

� �

종

간

월 �예술� 통권 호

월 �문학� 통권미상

월 �탐구� 통권 호

월 �극예술� 통권 호

월 �신인문학� 통권 호

월 �시인부락� 통권 호

창

간

월 �백광�

월 �요람�

월 �단층�

월 �문원�

월 �시인춘추�

월 �자오선� 통권 호

임 화 ｢문예이론으로서의 신휴머니즘에 

대하여｣ �풍림� 호

김남천 ｢처를 때리고｣ �조선문학 속간�

호

임화 ｢작가의 눈과 문학의 세계｣ �조선

문학� 호

� �

� �

� �

� �

� �

� �
종

간

월 �풍림� 통권 호

월 �문원� 통권 호

월 �백광� 통권 호

월 �창작� 통권 호

창

간

월 �박문�

월 �삼천리문학�

월 �해협� 통권 미상

월 �고양� 통권 호

월 �청색지�

월 �맥�

월 �아 牙 �

이태준 ｢패강랭 貝江冷 ｣ �삼천리문학�

창간호

이효석 ｢장미 병들다｣ �삼천리문학�창

간호

이상 ｢환시기｣ �청색지� 창간호

김진세 ｢운명｣ ｢기심기 飢心記 ｣ �맥�

호

김남인 ｢종다리｣ �맥� 호

이석 ｢이깔나무｣ �맥� 호

박남수 ｢행복｣ �맥� 호

� �

� �

� �

� �

� �

� �

� �

� �

� �

종

간

월 �시인춘추� 통권 호

월 �단층� 통권 호

월 �삼천리문학� 통권 호

월 �아 芽 � 통권 호



창

간

월 �웅계�

월 �무대� 통권미상

월 �문장�

월 �시림�

월 �작품� 통권 호

월 �백지�

월 �시학�

월 �순문예�

월 �인문평론�

이광수 ｢무명｣ �문장� 창간호

이태준 ｢영월영감｣ �문장�창간호 호

이상 ｢실화 유고 ｣ �문장� 호

이상 ｢단발 유고 ｣ �조선문학� 호

김동리 ｢황토기｣ �문장� 호

한설야 ｢이녕 泥賦 ｣ �문장� 호

유진오 ｢순수에의 지향 특히 신인작가

에 관련하여｣ �문장� 호

이광수 ｢꿈｣ �문장� 임시증간 호

이태준 ｢농군｣ �문장�임시증간 호

김동리 ｢순수 이의｣ �문장� 호

최정희 ｢지맥｣ �문장� 호

이무영 ｢제 과 제 장｣ �인문평론� 창

간호

김남천 ｢고리오옹과 부성애 기타 발작

크 연구노트｣ �인문평론� 창간호

김기림 ｢모더니즘의 역사적 위치｣ �인

문평론�

김동리 ｢완미설 玩味說 ｣ �문장�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종

간

월 �요람� 통권 호

월 �맥� 통권 호

월 �막� 통권 호

월 �시림� 통권 미상

월 �조선문학� 통권 호

월 �백지� 통권 호

월 �시학� 통권 호

창

간
월 �업 業 �

인정식 ｢내선일체의 문화적 이념｣�인문

평론� 호

안함광 ｢문학상의 제문제｣ �문장� 호

최재서 ｢가족사 소설의 이념－현대소설

연구｣ �인문평론� 호

안회남 ｢탁류를 헤치고｣ �인문평론� 호

이무영 ｢흙의 노예｣ �인문평론� 호

임화 ｢생산소설론｣ �인문평론� 호

이태준 ｢밤길｣ �문장� 호

최재서 ｢서사시 로만스 소설｣ �인문평

론� 호

이기영 ｢봄｣ �인문평론� 호

채만식 ｢당랑의 전설｣ �인문평론� 호

김기림 ｢조선문학에의 반성｣ �인문평

론� 호

유치진 ｢부부｣ �문장� 호

김남천 ｢소설의 운명｣ �인문평론� 호

� � � �

․

․

� �

� �

� �

� �종

간

월 �청색지� 통권 호

월 �시건설� 통권 호

창

간
월 �국민문학�

유진오 ｢마차｣ �문장� 호

함세덕 ｢심원의 삽화｣ �문장� 호

최재서 ｢전형기의 문화이론｣ �인문평론�

호

최명익 ｢장삼이사｣ �문장� 호

� �

� � � �

� �

� �



종

간

월 �박문� 통권 호

월 �인문평론� 통권 호

월 �문장� 통권 호

한설야 ｢유전｣ �문장� 호

최재서 ｢문학정신의 전환｣ �인문평론�

호

김기림 ｢동양에 관한 단상｣ �문장� 호

� �

� �

� �

� �

창

간
한설야 ｢혈 血 ｣ �국민문학� 호

백철 ｢옛것에서 새로움으로－전시하의 

문예시평｣ �국민문학� 호

� �

� �

� �

� �

� �

종

간

창

간
월 �방송지우�

김사량 ｢태백산맥｣ �국민문학� 호

오영진 ｢맹진사댁경사｣ �국민문학� 호

최재서 ｢금일의 신인군｣ �국민문학� 호

� �

� �

� �

� �

� �

� �

종

간

창

간 이광수 ｢사십년｣ �국민문학� 호

채만식 ｢이상적 신부｣ �放送之友�

정인택 ｢각서｣ �국민문학� 호

� �

� �

� �

� �

종

간

창

간

장덕조 ｢총후 銃後 의 꽃｣ �放送之友�

吳瑛 ｢滿洲女流作家群像｣ �국민문학� 호

石田耕人 ｢민족의 결혼｣ �국민문학� 호

山本謙太郞 ｢在滿鮮系藝文界の昨今｣ �국민

문학� 호

咸世德 ｢バリー島紀行｣ �국민문학�제 권 

제 호

� �
종

간

월 �국민문학� 통권 호

월 �방송지우� 통권 미상

※ 



※ 별첨 자료 참조

※ 별첨 자료 참조









년 년 발간 단행본 자료 조사에 이어 년도에는 년 발간 문학잡지 자

료조사 년 년 발간 단행본 자료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로써 단행본에 대해서는 기초적 조사를 

마쳤으며 주요 문학잡지에 대한 일부 조사가 완료되었다 조사 년차에는 전체적 계획과 함께 우선적으

로 필요한 분야에 집중했으나 이제 어느 정도 연구성과가 축적된 만큼 한국 근대문학 자료에 대한 전체적 

접근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 조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성과를 바탕으로 보충해야 할 자료들은 년 조사대상 잡지 외 문학잡지와 종합지 신문에 

수록된 근대문학 자료이다 연도별 영역별 체계적 계획을 통해 이들 자료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조사의 우선적 필요성 조사의 수월성 및 효율성이다 년 진행한 조사를 바탕으

로 우선적으로 접근이 필요한 영역은 년 조사대상 잡지 외 문학잡지와 종합지이다 근대 초기의 문학

관련 잡지 년대 이후의 순문예지를 중심으로 한 조사를 완료하였으므로 년대 이후 종합지에 대

한 조사를 완료한다면 년 주요 문학관련 잡지에 대한 조사를 일단락 지을 수 있다 신문자료는 

보관상태가 좋지 않고 디지털화가 되지 않은 자료들에 우선적으로 접근하여 자료의 보존 및 관리 문학자

료의 현황 파악에 주력해야 하며 기존 디지털화나 목록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신문은 그 이후에 접근하

는 것이 합리적이다

단행본 잡지 신문은 모두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과 전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며 시간이 흐를수

록 망실 훼손의 우려가 있는 만큼 시급히 전체적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보존 관리 활용할 방법을 모색해

야 한다 다만 단행본 잡지 신문은 모두 발간상황이나 발간형태 문학자료로서의 가치나 성격이 다른 만

큼 유사한 성격을 가진 분야부터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현재 진행된 성과를 바탕으로 

년 종합지 년 디지털화가 되지 않은 신문 년 디지털화가 완료된 자료

의 순으로 접근할 때 성과를 최대화할 수 있다 대상시기와 대상영역을 합리적으로 구분하여 동일한 연구

분기에는 동일한 시기와 영역에 집중하고 이를 전체적으로 종합할 수 있는 체계화된 연구계획이 요구된다



본 연구팀에서 정리한 는 근대문학자료의 총목록과 소장현황을 제시하기 위한 자료로서 상세한 서

지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항목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대중적 접근에는 취약한 부분이 

있다 실제로 년 연구결과에 대해 항목이 많고 복잡하여 전체 소장상황을 확인하고 연구에 활용하기

에는 번거로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구체적 서지와 소장실태를 제시하기 위해 불가피했더라도 좀 

더 대중적 접근이 용이한 형태의 를 구축하고 이의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축약된 항목과 목록을 제시하고 이를 작가별 연도별 주제별로 재구성하여 대중적 이해와 연구

의 활용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중판본 인쇄의 상황을 확인가능하게 정리하고 

목록에 가장 많은 작품을 등재시킨 작가들이 가시화될 수 있게 한다면 당대의 베스트셀러 대중적 선호와 

욕망을 판단하는 문학사회학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기별로 재출간본이 많은 작가를 추

출함으로써 정전 구축의 문화사를 재구성해 볼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팀의 목록에서 년 이전 가장 

재출간본이 많은 작가는 이태준이었던 반면 년 이후 재출간본이 가장 많은 작가는 김동인 이광수였

다 시대적 변화와 문학정전의 구축과정을 목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근대문학 연구자들을 비롯한 목록

서지학 분야 전문가들의 협조를 통해 기초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와 대중교육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는 과제를 제안한다

본 조사연구사업은 망실 훼손된 자료들을 보존 관리하고 이를 한국 근대문학의 유산으로 정리하기 위

한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것이다 근대사의 여러 굴곡 때문에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의 근대문학자료가 

상실되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관리 보존 향유의 가치를 확인한 것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단기적인 조사연구용역 사업으로는 이러한 조사사업의 의의를 십분 충족시키기 어렵다 과거 문화



유산에 대한 국가기록이 충실히 정리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총목록의 작성은 완결되기 힘들다 반복적인 

조사 수정 보완을 거쳐 완결에 가까워질 뿐이다 년도와 이번 연도의 조사사업 역시 꾸준한 연구와 

토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하며 이에 바탕한 체계적인 유산관리 계획도 정립되어야 한다 장기

적인 안목으로 근대문학자료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근대문학자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고무적인 일이다 년 김소월의 �진달래

꽃�이 근대문학자료 중 최초로 문화재로 지정되었고 국립근대문학관 건립을 위한 준비가 구체적으로 진

행되고 있는 것은 그 예이다 더 늦기 전에 한국인의 정신문화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 온 근대문학자료 보존

과 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대중문화교육과 연구저변 확대를 위한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전국에 산재해 있는 근대문학자료의 현황파악 조사연구 결과의 체계적 정리 자료 확보

와 보관 활용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개인소장자와 개인문학관 사립고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자료관리의 부실 소장자료 공개에 

대한 거부감 자료의 관리체계에 대한 불신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리 활용에 대한 신뢰감을 줄 수 없는 

개별적 접근 보다는 자료에 대한 구체적 관리 활용의 비전을 가진 공신력 있는 기구를 통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개인이나 개별 단체 기관의 차원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므로 공공적인 목적과 활동기반을 갖춘 공식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뿐 아니라 관련 연구자 문인 관계자들의 자

발적인 협의와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강태영 �아단문고 장서목록� 아단문화기획실

고정일 �한국출판 년을 찾아서－한국근현대출판문화사� 정음사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서목�

국립중앙도서관 �국내 근대문학자료 소장실태 조사 보고서�

권영민 �한국근대문인대사전� 아세아문화사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작품연표� ㆍ 서울대학교 출판부

권영민 �서사양식과 담론의 근대성� 서울대학교 출판부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ㆍ 민음사

권영민 �한국현대문학대사전� 서울대학교 출판부

권영민 �문학의 이해� 민음사

권영민 �한국 현대문학의 이해� 태학사

근대문학 년 연구총서 편찬위원회 �연표로 읽는 문학사� 소명출판

근대서지학회 �근대서지� 소명출판

김근수 �한국잡지 개관 및 호별 총목차� 영신 아카데미 한국학연구소

김병익 �한국문단사� 문학과지성사 재판

김병철 �세계문학번역서지목록 총람� 국학자료원

김선기 �시문학 공간과 문화콘텐츠� 전남대학교 출판부

김영민 �한국근대소설사� 솔

김영민 �한국근대문학비평사� 소명출판

김영민 �한국 근대소설의 형성과정� 소명출판

김영민 �문학제도 및 민족어의 형성과 한국 근대문학� 소명출판

김용직 �한국현대시사� ㆍ 한국문연

김우종 �한국현대소설사� 선명문화사

김윤식 �한국현대문학연표 � 문학사상사

김윤식 외 �한국현대문학사� 현대문학



김윤식ㆍ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판

김윤식ㆍ정호웅 �한국소설사� 예하

김인환 외 �문학의 새로운 이해� 문학과지성사

김현ㆍ김주연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학과지성사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근대 출판문화 자료 해제� 민속원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대감�

문덕수 �세계문예대사전 상ㆍ하 � 성문각

문화재청 �근대문화유산 문학분야 목록화 조사연구 보고서�

문화재청 �근대문화유산 신문잡지분야 목록화 조사연구 보고서�

민병욱 �한국 희곡사 연표� 국학자료원

민족문학사연구소 �민족문학과 근대성� 문학과지성사

민족문학사연구소 �새 민족문학사 강좌� 창비

박대헌 �우리 책의 장정과 장정가들� 열화당

박대헌 �한국 북디자인 년� 세기북스

박진영 �책의 탄생과 이야기의 운명� 소명출판

박태일 �한국 근대문학의 실증과 방법� 소명출판

박헌오 � 년 이전 자료 대전문학관 소장 귀중도서 해제집� 대전문학관

방민호 �일제말기 한국문학의 담론과 텍스트� 예옥

백철 �신문학사조사� 신구문화사

서연호 �한국근대희곡사� 고려대출판부

서연호 �한국연극전사� 연극과인간

석정문학관 �석정문학관 소장자료집�

안춘근 �고서의 향기� ㆍ 청림출판

여승구 �책ㆍ책과 역사� 한국출판무역주식회사

오세영 외 �한국현대시사� 민음사

오영식 �해방기 간행도서 총목록� 소명출판

유민영 �한국현대희곡사� 홍성사

유민영 �한국근대연극사 신론 상ㆍ하 � 태학사

유성호 �근대시의 모더니티와 종교적 상상력� 소명출판

이동순 �잃어버린 문학사의 복원과 현장� 소명출판

이동순 �광주전남의 숨은 작가들� 케포이북스



이문열 외 �한국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이병기ㆍ백철 �국문학전사� 신구문화사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홍성사

이재철 �아동문학의 이론�형설출판사

이중연 �책의 운명� 혜안

이중한 외 �우리출판 년� 현암사

임종업 �한국의 책쟁이들� 청림출판

임형택 외 �동아시아 서사학의 전통과 근대�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장덕순 �한국수필문학사� 새문사

장석주 � 세기 한국문학의 탐험� ㆍ 시공사

전숙회 �동서문학관 도서목록� 동서문학사

조남현 �한국문학잡지사상사�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조남현 �한국현대소설사� ㆍ 문학과지성사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지식산업사 판

조동일 외 �한국문학강의� 길벗

조성출 �한국인쇄출판백년� 보진재

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 인간사

조은숙 �한국 아동문학의 형성� 소명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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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사사업은 년 국내 근대문학자료 소장실태 보고서 의 후속작업이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국

내 근대문학자료의 총량을 파악하고 이를 보존 관리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조사사업은 기획되었다

년 년 발간 근대 문학 단행본 자료 조사에 이어 년에는 년 국내 근대문

학 단행본 자료와 년 국내 근대 문학잡지 자료 조사가 수행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발주

하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개월의 사업기간 동안 조사가 진행되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출판연감�을 매년 발간하기 시작한 것이 년이며 년부터 국립중앙도

서관의 출간도서 납본제도가 실시되었다 년 처음 발간된 �출판연감 �에는 년도의 출간도

서뿐 아니라 년대 초반의 출간도서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단행본에 대한 조사대

상 시기를 년까지로 한정했다 이 시기는 해방 분단 전쟁 등 정치 체제나 출판 제도에서 가장 

변동이 많았던 시기로 이러한 시대적 조건을 염두에 둔 접근이 필요하다 조사 연구는 기존 연구성과를 참

조하여 기초 목록을 작성하고 국공립도서관 대학도서관 사립 문학관 개인소장자 주요 사립학교 등의 

소장 목록을 확인 기재하여 소장 총목록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과정에서 기초 목록에 없

는 신출 자료가 나올 경우 이를 다시 기초 목록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목록을 확장해 나갔다 대상 자료를 

주요 문학장르인 시 소설 수필 평론 희곡 그리고 번역 아동문학으로 분류하여 장르 도서명 저자

명 발행자 발행연도 판권 자료 상태 등을 기록하고 각 도서의 전체 소장현황을 정리했다 기존 문학장르

에 포함되지 않는 자료 중 주요 문인들의 저작물이나 문학사 교과서 등 근대문학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는 

자료는 기타로 분류하여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조사 결과 총 종의 자료 목록을 확인했고 소장처 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건의 소장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다 장르별로는 시 소설 희곡 수필 평론 기타를 포함하는 문학장르 종에 대해 

건 아동문학 종에 대해 건 번역 종에 대해 건의 소장상황을 확인했다 소장기관

별로는 공공도서관 건 대학도서관 건 개인소장자 건 문학관 건 주요 사립학교 

건의 소장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조사는 기존 문헌 조사 웹 검색 우편 방문 및 실사조사의 

방법을 통해 진행되었다

한국 근대문학의 특성상 잡지 신문 등 정기간행물에 대한 조사가 긴급하다는 문제의식하에 이번 연도



에는 년에 발간된 문학잡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 시기 발간된 잡지 신문자료의 양이 

매우 방대하므로 연구의 현실성을 고려한 범위의 제한이 필요했다 년 �창조�의 발간을 본격적 근대

문학 잡지의 출발점으로 잡고 이후 발간된 잡지 중 문학전문잡지의 성격이 뚜렷한 잡지를 차 대상으로 

설정했다 년 이전의 잡지는 문학잡지로의 규정이 불분명하나 자료보존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차 대

상으로 설정했다 그 밖의 문학관련 잡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지만 본 연구년도에는 차 차의 자료만을 

우선 대상으로 삼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총 종의 조사자료 목록을 작성했다 자료 목록을 바탕으로 자료

별 통권정보 영인본 발간 여부 디지털화 여부 등의 정보를 조사 정리하고 권호별 소장처를 조사하여 총목

록을 작성했다 대상자료 종의 전체 기사색인을 작성하여 근대문학잡지 자료의 소장현황 및 내용파악

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문학잡지는 정기간행물의 특성상 종별 전체 권 호의 실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대부분

의 자료를 영인본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영인본의 충실한 발행 여부 디지털화를 통한 대중적 접

근성 문제도 중요한 사항이다 이를 감안하여 연구팀은 종 문학잡지의 원본 결호상황 영인본과의 대조

를 통한 실제 확인가능성 디지털화 조사를 통한 대중적 접근성을 정리하고 각 권별 국내 소장상황을 조사

하여 소장총목록을 작성했다 조사결과 종 권 건의 소장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태서문

예신보� 등 종의 국내 원본 미소장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간 국내 소장 실물이 확인되지 않았던 

�삼사문학� 호 �조선시단� 호 �방송지우� 권 호 등 권의 신출자료를 발굴했다

본 조사 연구는 년이 넘는 한국 근대문학의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

기 위한 기초조사사업이다 본 연구를 통해 년 단행본 자료 종 년 문학잡지 

자료 종에 대한 소장 총목록을 작성하고 문학잡지 기사색인을 완성하였다 이에 대한 자료가 시대별

장르별로 부분적으로 조사된 바는 있었으나 시대와 장르와 매체를 망라하는 조사가 수행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는 크다 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소장자료 목록이 정리되지 않은 기관도 많다는 점

공개되지 않은 개인 소장자의 자료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사의 결과는 이후 지속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향후 기존 조사내용을 보완하는 작업과 범위를 확대한 조사작업을 진행한다면 명실상부한 국내 근대

문학자료 소장 총목록을 완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울러 이 조사 작업을 기반으로 공식적이고 책임성 있

는 자료의 수집 발굴 보관을 위한 사업 기초 자료를 활용한 문학 콘텐츠 개발과 전시 교육을 위한 사업이 

계속 추진될 필요가 있다



This research project run in 2015 is a follow-up survey of A Report of Possessing Condition of Modern Korean Literary 

Resources in Korea which was published in December 2014. This 2015 research is planned to collect, preserve, and 

manage resources of both modern Korean literary magazines and literary books in major libraries, museums, 

archives, collections, and individual collectors in Korea. Following the 2014 research result that surveyed literary 

books published between 1895 and 1945, this year’s research surveys modern Korean literary books published 

between 1945 and 1960 and modern Korean literary magazines published between 1895 and 1945. After a 

proposal was set forth for the approval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in July 2015, this research covers 5 months 

from July 16, 2015 to December 12, 2015 by the Research Affairs of SNU/ SNU R&DB Foundation.

Korean Publishers Association began to issue Publishing Almanac annually from 1963, and the legal deposit 

system was launched in two years later. A magazine Publishing Almanac 1963 includes the publication information 

of books published in the early 1960s as well as in the year of 1963. Considering this book publishing system, the 

2015 research team decides to limit the period from 1945 up to 1960 before issuing Publishing Almanac. In this 

period, the Koreans experienced drastic historical events such as the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ism in 1945, 

the Korean War from 1950 to 1953, and the divis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since the Korean War. The 

research project team needs to consider this complex politics and publishing system condi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Therefore, this research is carried out to set up a list of data based on previous scholarships regarding 

book publishing, and examine current data of book materials collected and stored in the national and public 

libraries and archives, university libraries, private libraries, collections, and individual book collectors. The research 

team corrects and revises data by comparing and contrasting the existing data with what they search and inspect. 

The research team classifies literary genres of each volume as poetry, fiction, play, essay, literary criticism, 

translation work, or children’s literature. Also, they record book titles, authors, editors, translators, publishers, 

book sizes, dates of publication, copyrights, the material status, and other elements in detail. Some documents that 

are worthwhile to research as a modern literature heritage are also included as a category of ‘et cetera’, even though 



these are not belong to the common literary genre. 

A total of 3,180 kinds of literary books are listed, and a total of 33,265 volumes are found from surveying 

collectors’ or institutions’ collections. A total of 28,289 volumes are found from 2,267 kinds of literary works 

categorized as poetry, fiction, play, essay, literary criticism, and et cetera. Also, a total of 707 volumes come from 

428 kinds in children’s literature, and a total of 4,269 volumes are found from 485 kinds in translation works, 

respectively. According to institutional statistics, a total of 2,769 volumes are examined from the national and 

public libraries, a total of 24,171 volumes are surveyed from university libraries, a total of 3,711 volumes are found 

from individual book collectors, a total of 2,372 volumes come from literary museums and archives, a total of 222 

volumes come from the private high school. This survey is carried out through the process of referring to publishing 

specialists and examining previous scholarship, searching library databases and web database engines. The research 

team also uses mailings services and on-the-spot inspections according to the necessity of the case.

In addition to researching a number of book volumes published between 1945 and 1960, the research team 

examines the collecting status of modern literary magazines in Korea between 1895 and 1945. As periodicals such 

as literary magazines and newspapers published in the early 20th century are in the danger of being lost, the 2015 

research team needs to include periodicals to the range of investigation for the preserving and managing cultural 

heritage. 

A total amount of periodicals such as magazines and newspapers are expected to be enormous, so it is required 

to limit the range. As a result, 124 kinds of literary magazines that mainly focus on introducing and interpreting 

literary works and presenting literary works are selected as a primary list. Indeed, several magazines published 

between 1895 and 1919 before emerging a literary magazine Changjo (Creation) are hard to be categorized as a 

literary magazine. For example, editors of Creation and other literary magazines declare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magazine were deeply engaged with literature, so it is easy to conclude that their magazine is a sort of 

literature magazine. However, most of the magazine editors, especially in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y, do 

not specify the characteristic of their magazines. Understanding such difficulty, the research team carefully reads 

and examines articles in the early modern magazines and finally selects 124 literary magazines among the range of 

magazines published in the period between 1895 and 1945. 

It is crucial to check the originality of the print and to examine all articles in all volumes and issues of the 

magazine. With examining the originality, it is also indispensable to check the availability of photocopying versions 

of the magazines. Furthermore, how much articles and contents of the magazines are digitized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accessibility and the publish interest. Considering these circumstances, the research team examines and 

selects 124 kinds of original version of literary magazine, a total of 760 volumes from this 124 kinds. The research 



team also clarifies some missing documents. For example, the original print of Taesŏmunyeshinbo (New Magazine of 

Introducing Western Literature to Korea) is not found in any library of Korea. Only the photocopies are circulated. The 

research team also discovers three new original magazine issues : Samsamunhak (Literature of 3 and 4) Vol. 5, Chosŏn 

Shidan (Choson Poetry) Vol. 4, and Bangsongjiwu (Broadcasting’s Friend) Vol. 3. N.2.

In conclusion, this research is a fundamental work that systematically and efficiently collects, preserves, 

manages, and utilizes the heritage of modern Korean literature being stored for more than 100 years. As a result, 

a total of 3,180 kinds of literary book data are recorded and documented and about 20,000 literary articles from 

124 kinds of original literary magazine are collected and examined. The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lies in that there 

was never an investigation spanning this vast period and embracing all kinds of literary genre. However, the 

massive amount of data, and the lack of lists of current books and magazines in some 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and the refusal of assistance from several book-collectors would keep us to revise the data of investigation.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n 2015 can have a function to help collect other kinds of valuable cultural materials, 

manage excavation and preserve cultural products, create literary contents, hold a series of literary exhibitions, and 

utilize cultural documents for the educational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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