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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모더니즘의 ‘세계적 동시성’은 이미 너무 많이 언급되어 식상해진 감이 있으며, 이제는 

상식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필자가 모더니즘에 흥미를 갖고 연구서나 논문을 읽던 1980, 

90년대에도, 미국이나 유럽의 최신 문화가 영화나 잡지, 서적, 혹은 백화점 등에 진열된 상품

을 통해 소개되고 라이프스타일이 ‘서양식’으로 변해 가는 ‘일본’과 ‘구미’와의 동시

성이 기술되어 있었다. 물론 필자도 그러한 도식을 받아들여 연구에 매진해 왔지만, 세월이 지

남에 따라 모더니즘의 세계적 동시성이라고 할 때의 ‘세계’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세계적 동시성’이 아닌 ‘동아시아적 동시성’

이라는 틀로 모더니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이다.

이 물음에 대해서는 『월경의 아방가르드(越境のアヴァンギャルド)』(NTT出版, 2005년)3) 이

후, 필자 자신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으며, 포스트 콜로니얼 이론의 도입과 함께 일본의 인문

과학연구 전반에서도 다양한 연구가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와서 새삼 이 문제를 언급하

1) 이 논문은 JSJP과연비(26370430) 조성에 의한 연구성과의 일부이다. 또한 내용면에 있어서는 

공익재단법인 일한문화교류기금에 의한 방한 펠로우십 보고서 「一九三〇年代の東アジア地域間に

おける文化の交渉と翻訳―モダン都市東京・ソウルと文芸―」(『訪韓学術研究者論文集』제13권, 

2013년) 총 5절 중 1~4절을 가필한 것이다.

2) 규슈대학 비교사회문화연구원 준교수, 일본근대문학․비교문학 전공.

3) (옮긴이 주) 나미가타 츠요시, 최호영․나카지마 켄지 역, 『월경의 아방가르드』, 서울대학교출판문

화원, 2013년.



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2011년 9월부터 1년간 한국에서 체

재할 기회를 얻어 한국 국내의 모더니즘 연구 상황을 파악해 가는 과정에서, 역사적 현상으로

서의 ‘동시성’뿐만 아니라 연구자간의 관심의 공유라는 의미에서, 현재의 동아시아에서의 

‘동시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본고는 이러한 점에 입각

하여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 이후의 연구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예로, 다음과 같은 가와바타 야스나리와 김기림의 케

이스를 들 수 있다.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 『아사쿠사구레나이단(浅草紅団)』은, 1929년 12월부터 

1930년 2월까지 『도쿄아사히신문(東京朝日新聞)』에 연재된 후, 『신쵸(新潮)』, 『가이조(改

造)』에 일부 게재, 1930년 12월 센신샤(先進社)에서 간행되었다. “에로티시즘과, 넌센스와, 

스피드와, 시사 만화풍의 유머와, 재즈‧송과, 여자의 다리와-”(41쪽) ‘모던’ 그리고 ‘에로 

그로 넌센스’가 유행어가 되었던 바로 그 해에, 모던 문화 특유의 경묘(輕妙)함이 아사쿠사

를 둘러싼 인물들을 통해서 묘사되고 있다. 바로 그 때와 같은 시기의 한국, 당시의 ‘조선’

에서도 다음과 같은 모던 문화에 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通하여서만 急激한『스피―트』와 未梢神經과 色彩와『일류미네이슌』과『마네

킹』과『스튜리―트걸』과『모보』의넓은『판츠』와『모거』의肉感的인다리와『자즈』와『레

뷰―』와 이것이交錯하는濁流라기에는너무나 鮮明한 現代生活의 雰圍氣에叅興할 수잇다 (김기

림, 「新聞記者로서의 最初印象」, 『鐵筆』(1권 1호), 1930년 7월.)

이 문장에서, 가와바타 야스나리와 같은 ‘스피드’나 ‘모던 보이’‘모던 걸’‘재즈’

‘레뷰’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이 문장을 집필한 김기림은 1930년에 도쿄에서 서울, 당시의 경성으로 돌아간 직후였다. 

도쿄에서의 모던한 분위기를 접한 그가, 그곳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조선일보사 문예기자로서

의 생활을 이제 막 시작했던 것이었으므로, 가와바타 야스나리와 같은 시선으로 모던 도시문

화를 묘사하는 것은 그다지 부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니다.

김기림은 ‘조선’에서의 모더니스트 중 한 사람으로, 1933년 결성된 ‘구인회’의 일원이

었다. ‘구인회’는 회원 변동을 포함하면 총 13명(이효석, 이종명, 김유영, 유치진, 조용만, 이태

준, 정지용, 이무영, 박태원, 이상, 박팔양, 김유정, 김환태)이 명부에 이름을 올린 모더니스트 집단

으로, 그 중 김기림(1925년부터 1929까지 메이쿄중학교(名教中)‧니혼대학(日本大学)에서 유학, 이후 

1936부터 1939까지 도호쿠제국대학(東北帝国大学) 영문과), 정지용(1923년부터 1929년까지 도시샤

대학(同志社大学) 예과 영문과), 박태원(1929년부터 1931년까지 호세대학(法政大学) 예과 본과) 3명

은 ‘내지’유학파였다.4)

4) 일본어로 읽을 수 있는 문헌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朴泰遠著・牧瀬暁子訳 『川辺の風

景』(作品社, 2005), 崔真碩訳 『李箱作品集成』(作品社, 2006), 山田佳子訳 「小説家仇甫氏の一



이러한 점을 보면, 쇼와 초기의 모던 문화가 일본뿐만 아니라 ‘조선’의 문학자에게 있어

서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가라는 점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 중요하게 느껴진다. 제국 도시의 화

려한 문화를 도쿄에서 체험한 자, 혹은 제국 문화권이었던 경성에서 체험한 자. 고급문화로서

의 모더니즘부터 풍속문화 에로 그로 넌센스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문학자들이 어떻게 접했는

가. 종래의 각국문학적 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횡단적 문학사 기술을 시도하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II. 동시대 문화로서의 쇼와 문화 – ‘조선’에서의 수용 양상

‘모더니즘’은 보통 1890년대부터 1945년 사이에 우세했고, 1920년대부터 1930년대에 

가장 생산적이고 혁신적인 시기를 보낸 예술이나 문학상의 운동으로 정의되어 있다.(『コロン

ビア大学現代文学・文化批評用語辞典』, 松柏社, 1994년, 271쪽.)5) 일본의 경우에는 ‘모던 걸’

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고, 기타가와 슈이치(北沢秀一) 「모던 걸(モダーン・ガール)」(『女

性』, 1924년 8월)을 계기로 ‘모던’이 새로운 문화 현상을 가리키게 되었다. 1920년대 후반

부터 1930년 전후에 걸쳐서는 「근대생활좌담회(近代生活座談会)」(『文芸春秋』, 1928년 1월), 

「모던생활만담회(モダン生活漫談会)」(『新潮』, 1928년 1월)라는 좌담회나, 우치다 로안(内
田魯庵) 「모던걸을 이야기하다(モダーンを語る)」(『中央公論』, 1928년 11월), 오야 소이치(大

宅壮一) 「모던층과 모던상(モダン層とモダン相)」(『中央公論』, 1929년 2월), 세누마 시게키(瀬
沼茂樹) 「모더니즘과 그 제상(モダニズムと其の諸相)」(『一橋文芸』, 1929년 5월), 특집 「모던․
일본의 근경(モダン・日本の近景)」(『中央公論』, 1929년 10월), 히라바야시 하쓰노스케(平林初

之輔) 「쇼와 4년 문단 개관 8, 모더니즘 전성(昭和四年の文壇の概観　八ˎ モダーニズム全盛)」

(『新潮』, 1929년 12월), 앙케이트 「1․구가해야 할 모던 제상, 2․배격해야 할 모던 제상(１・
謳歌すべきモダン諸相ˎ ２・排撃すべきモダン諸相)」(『モダン日本』, 1930년 10월), 류탄지 유(龍

胆寺雄) 「모더니즘 문학론」(『新文学研究第二編』, 1931년 6월)과 같은 평론이나 특집 기사가 

눈에 띈다.

당시 식민지 통치 하의 ‘조선’에서 언급되던 이와 같은 ‘쇼와 모던’의 문화는, ‘내

지’뿐만 아니라 조선총독부나 경성제국대학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수용 가능했다. 이상은 

‘조선어’ 소설 「12월 12일」(『朝鮮』, 1930년 2월~12월)로 창작 활동을 시작했다고 알려

져 있지만, 그 후의 『조선과 건축(朝鮮と建築)』지에서의 일본어 시 발표나 표지 도안 게재

(1930년 1월~12월)에 있어서는, 1929년 조선총독부 내무국 건축과, 회계과에서 근무한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조선건축학회 기관지에 창작물을 발표하는 모습은, 발표 매체가 한정

日」, 『朝鮮近代文学選集』(平凡社, 2006), 吉川凪 『朝鮮最初のモダニスト 鄭芝溶 (新・現代詩

人論叢書)』(土曜美術社出版販売, 2007)

5) (옮긴이 주) 조셉 칠더즈․게리 헨치, 황종연 역, 『현대 문학․문화 비평 용어사전』, 문학동네, 1999

년, 285쪽.



되어 있었던 당시의 경성에서는 보기 드문 일도 아니었지만, 이상에게 있어서는 이중언어 글

쓰기의 장으로서 기능했다.6)

또한 이효석이나 조용만의 경우에도 그들이 경성제국대학에 재적했고, 일본어와 ‘조선어’ 

쌍방의 문예지에 집필했으며, 또한 이중언어 글쓰기를 했다는 점은 재고되어야 마땅할 것이

다. 「죤․미링톤․씽그의劇硏究」(『大衆公論』, 1930년 3월 초록)을 경성제국대학 졸업논문으로 

제출한 이효석도, “뭐라고? 도회에? / 바보 같은 말은 하지 말아 다오 / 도회로 돌아가자니 

/ 그 과학에 찌든 냄새를 다시 맡게 할 참인가”(이효석 「겨울 숲」, 『淸凉』 3호, 경성제국대학

예과학우회, 1929년 3월, 166쪽)7)라는 시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예과 시절부터 일본어로 창작

했으며, 이후의 모더니즘 문학 전개를 예상하게 하는 문장을 남기고 있다. 또한 조용만도 “활

짝 열린 아파트먼트의 창에서 흘러넘치는 화려한 빛을 받으며, 한눈도 팔지 않고 성큼성큼 걷

는, 화려하게 꾸민 모던․보이는 오늘 밤의 즐거움을 위해 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것이겠지. 5월

은 연애의 심볼이다.”(조용만 「UNE VIE」, 『淸凉』6호, 1928년 12월. 『近代朝鮮文学日本語作

品集創作篇２』, 緑陰書房, 2004, 261쪽.)8)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는 소설을 남기고 있다.

한국의 인문․사회과학 분야에 있어서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 1920~1930년대 식민지 도

시 서울의 모던 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속하게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김진송  『서울에 

딴스홀을 許하라』(川村湊監訳 『ソウルにダンスホールを』, 法政大学出版局, 2005), 신명직 『모

던뽀이, 京城을 거닐다』(岸井紀子・古田富建訳 『幻想と絶望』, 東洋経済社, 2005)와 같은 연구서

의 번역을 통해 일본에도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국 국내에서 발표된 논문과 연구서는 상당한 

양을 축적하고 있으며, 사회학, 역사학을 중심으로 모던 걸, 카페, 유흥시설, 교통, 통신, 백화

점, 박람회, 건축, 광고, 패션, 풍자만화, 음악, 영화, 연극, 교육, 스포츠, 독서습관, 총합잡지, 

검열 등 당시의 일상문화․대중문화․풍속문화의 모습이 일차자료의 제시와 함께 밝혀지고 있다. 

(【참고자료1】)

최근의 한국에서의 모던 문화 연구가 밝혀 온 것은, 소비문화, 대중문화, 풍속문화로서의 모

던이 1930년대 서울(경성)에서 전성기를 맞이하여, 쇼와 모던의 대명사인 ‘에로 그로 넌센

스’도 신문, 잡지에서 소개되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당시의 신문이나 잡지를 조사해 보면, 

『조선일보』에서는 “첨단적 유행어”(“에로” 1931년 1월 2일, “그로”․“넌센스” 1월 4일), 

6) 식민지 조선에서의 이중언어 글쓰기에 관한 일본측 연구로서는, 사노 마사토(佐野正人) 씨의 논고 

「京城帝大英文科ネットワークをめぐって―植民地期韓国文学における「英文学」と二重言語創作」

(『国際文化研究科論集』16호, 2008), 「李箱の詩ˎ 李箱の日本語―メディアとしての／むきだしに

された日本語」(『アジア遊学』167호, 2013년 8월) 참조.

7) (옮긴이 주) 일본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何だと？都会に？／馬鹿は言はないで呉れ／都会に帰らうなんて／あの科学くさい匂を又嗅がせよう

といふのか

8) (옮긴이 주) 일본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開け放たれたアパートメントの窓から漏れる華やかな光に照らされながらˎ 傍目も振らず大股に歩くˎ 
造り立てのモダン・ボーイは今夜の楽しみに急ぐのだらう˳ 五月は恋のシムボルである˳ 



잡지 『신동아』에서는 「신어해설」(“그로” 1931년 2월 9일, “에로” 3월 16일, “넌센스” 4

월 6일)과 같은 용어면에서의 동시성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용어뿐만 아니라 풍속 현상으로서도 유입되어 『별건곤』 등에서 ‘내지’와 같은 

‘에로․그로’ 기사가 산견된다. 바로 이 시기에 김동인이 소설 「광염 소나타」(『중외신문』 

1930년 1월)를 연재한다. “이 작품은 시간(屍姦)이나 시호(屍好) 사디즘 등의 충격적인 제재

를 다루고 있으며, 예술을 위해서라면 살인도 용서된다는 극단적 예술지상주의를 표방하여 주

목을 받았다. 이렇게 특이한 성적인 증세의 예를, 김동인은, 당시 일본에서 출판되었던 변태성

욕심리라는 책을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波田野節子訳『朝鮮近代文学選集５　金東仁作品集』平

凡社, 2011년, 420쪽.)라는 지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문화의 동시성이라는 점에서는 ‘변

태심리’‘변태성욕’에 대해서도 주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동시대 현상을 ‘과

학’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잡지 『괴기』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표지

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방하고 있다.

朝鮮을中心으로하는 / 哲学　宗教学　神話学 / 神学　心理学　倫理学 / 心霊学　医学　性慾学 / 
天文学　地理学　生物学 / 人類学　民俗学　言語学 / 社会学　経済学　考古学 / 史学　年代学　泉貨

学 / 文字学　図書学 / 金石学 / 文学　美術　音楽 / 第一切文化科学의通俗趣味雑誌 (최남선 편집 

『괴기』1호, 홍문사, 1929년 5월, 내표지)

이처럼 현상 차원에 있어서도, ‘내지’와 같이 엽기적인 사건을 가리키는 경우나, ‘그로

테스크’한 것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관심을 끌었으며, 이러한 현상을 과학적, 의사과학적

으로 해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다양한 레벨에서 ‘쇼와 모던’ 문화가 동시대적으로 

수용되고 있었던 것이다.9)

III. 제국주의와 모던의 문화역학

‘쇼와 모던’의 ‘내지’와 ‘외지’간의 동시성에 주목했을 때, 그러한 시각으로부터 발

생하는 새로운 발견도 적지 않게 있는 한편, 물론 모더니즘, 모던 문화 수용에 관한 차이도 발

생한다. 그 한 예로 스포츠와 문학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에서는 1930년을 

경계로 ‘스포츠 소설’이라는 하위 장르가 정착했다. 아베 도모지(阿部知二)가 「일독대항경

9) 김지영 「“기괴”에서 “괴기”로, 식민지 대중문화와 환멸의 모더니티」(『개념과 소통』 5호, 

2010년 6월) 참조. 또한 ‘조선’에서도 ‘에로․그로’‘엽기취미’ 유행이 탐정소설과 접점을 가

지고 있었다는 점은, 오해진 『1930년대 한국 추리소설 연구』(어문학사, 2005)를 시작으로 한국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현진․가나즈 히데미 『경성의 

일본어 탐정 작품집』(학고방, 2014)가 간행되었다. 또한 ‘조선’에서의 ‘에로․그로․넌센스’ 전

반에 관한 연구도 전개되고 있으며, 소래섭 『에로 그로 넌센스』(살림, 2005)과 같은 저서나, 채

석진 「제국의 감각과 에로 그로 넌센스」(『페미니즘 연구』 5호, 2005년 10월)를 시작으로 

‘에로’‘그로’‘넌센스’ 각각에 대한 논문도 등장하게 되었다.



기(日独対抗競技)」라는 단편소설을 잡지 『신쵸』에 발표한 후, 스포츠를 제재로 한 소설을 

발표하여 주목을 받았으며, 베를린 올림픽이 개최된 1936년에는 스포츠 잡지 『아사히 스포

츠(アサヒ・スポーツ)』에 ‘스포츠 소설’란이 개설되기도 했다. 당시 스포츠 대회에 대해 살

펴보자면, 1928년 다롄경기장에서 일본과 프랑스의 국제 대항 육상경기대회가 개최되어, 일

본 첫 국제 스포츠  대회가 실현되었다. 이 대회를 성공시킨 오카베 헤이타(岡部平太)가 이듬

해인 1929년에 일독지대항육상경기를 개최, 이 대회가 아베의 소설 「일독대항경기」의 소재

가 되었다. 즉 일본에서 스포츠가 국제적 무대에 등장하는 단계에 이르러, 문학에 새로운 소재

를 제공했던 것이다.10)

구미 발신의 모던 문화를 전파․수용하는데 있어서 세계적 동시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조선’에서 일본과 같은 국제 시합이나 스포츠 소비가 행해졌다고는 말하기 어려우며, 문학

에서도 소재로서의 온도차가 발생했다. 1920년대 중반 용산에 스케이트 링크가 개설된 서울

에서, 스포츠 행위자로서의 학생들이 스케이트를 제재로 한 하이쿠를 발표한 예는 발견된다.

스케이트여 달 밝은 얼음 위에(スケートや月明らけき氷上に)    나카마 세이시로(名嘉真清城)

스케이트여 세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스케이트가 미끄러져 가는 것을 바라본다

스케이트여 사온일화의 낮의 달

스케이트여 양손을 벌려라 솔개와 같이

(게야키 동인집  『淸凉』, 경성제국대학예과학우회, 1926년 3월, 199-200쪽)11)

하지만 조선에서는 소설의 제재로서 스포츠가 중심으로 사용된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

다. 한국에서의 체재 기간 중에는 “관중들은 반이나 정돈되어 있었다. 아침 햇살이 비추는 넓

은 그라운드 정중앙에 선원 같이 하얀 옷의 임원이 움직이고 있다. / 직선으로 달리는 몇 줄이

나 되는 하얀 선이 스포츠 맨의 건강한 육체의 약동을 가지고 있었다.”(이호근 「불안 없어지

다」, 『淸凉』, 9호, 1930년 7월)라는 기술밖에 발견하지 못 했는데, 이 경우도 구체적인 스포

츠 경기 장면을 그리고 있지는 않다. 이후 1937년에는 장편소설에서 탁구와 승마가 연애관계

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작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12) 이 

역시 드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하위 장르로서 스포츠 소설이 정착한 일본의 경우와는 

10) 졸고 「雑誌 『アサヒ・スポーツの小説欄』(上)(下)」(『九大日文』11․12호, 2008년 3월․10월), 

「<未知／既知>のアフリカ―新興芸術派と阿部知二」(『文学研究論集』27호, 2009년 3월), 혹은 

疋田雅昭・日高佳紀・日比嘉高『スポーツする文学―一九二〇‐三〇年代の文化詩学』(青弓社, 2009) 

참조.

11) (옮긴이 주) 名嘉真清城 「スケートや月明らけき氷上に」의 일본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スケートや強か転び立ち上がり / スケートのよく走れるを眺めけり / スケートや四温日和の昼の月 / 

スケートや両手広げて鳶の如

12) 박선희 「『찔레꽃』에 나타난 스포츠와 연애」(『우리말글』59호, 2013년 12월) 참조.



현저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소설 이외에는, 앞서 언급한 하이쿠 이외에, 침훈의 「야구」(『조선일

보』 1929년 6월 13일), 편석촌(김기림)의 「스케이팅」(『신동아』, 1934년 3월)과 같은 시를 파악

한 정도이다13)).

그렇다면 당시의 ‘조선’에서 스포츠는 어떻게 인식되고 있었을까. 이광수는 1931년에 

「운동의 노래」(춘원, 『동아일보』, 1931년 12월 1일)를 발표하기 이전에, 이미 「민족개조

론」(1922년)에서 ‘운동’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오락’이나 ‘소비’의 대

상이 아니라, ‘민족’의 ‘개량’에 필요한 수단으로서 ‘스포츠’를 상정하고 있었다는 점

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스포츠사 연구에 있어서는 학교 교육에서의 체육의 목적이 ‘경

기’라기보다는 노동력 육성을 위한 것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의 ‘스포츠 문학’과의 차

이, 나아가 모더니즘 문학의 차이에 대해서도 더 깊이 조사해 볼 의의가 있으리라 생각한

다.14)

또한 일본에서는 그다지 정착되지 않고 끝난 것과는 대조적으로, 조선에서 교류된 장르로서 

영화소설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영화 상영을 둘러싼 내지와 외지의 격차가 가져온 부산물이라

고 할 수 있는데, 조선에서는 영화 내용을 활자로 전하는 방법이 발달했다고 한다.15) 더 나아

가서는 “7년에 걸쳐 2번 유학해서 일본어에도 능통하면서도, 일본 체재 당시에 대해서는 거

의 전혀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글을 남기지 않”았으며, “작품 목록에는 일본어로 쓰여진 

것이 없는”(柳優子編 『朝鮮文学の知性　金起林』新幹社, 2009, 240쪽) 김기림과, 1930년대 중반 

최승희의 후원자가 되어 ‘조선 붐’의 계기를 만든 가와바타 야스나리, 이 두 사람의 모더니

즘관의 차이는, 유사성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명확히 해 나가는 것

이 앞으로의 새로운 과제가 될 것이다.

IV. 한일 모더니즘 문학연구의 가능성

앞 절까지는 한국 연구동향을 소개하면서 1930년 전후 일본과 ‘조선’의 모더니즘에 관한 

동시성이나 차이에 대해서 확인해 왔다면, 본 절에서는 각국문학사에 얽매이지 않고 해협에 

걸친 지역으로서 동아시아를 파악했을 때, 모더니즘 문학에 대해 어떠한 논의가 가능한지 생

각해 보고자 한다.

새삼 동아시아적 동시성이라는 시좌에 서서 검토하려고 한다면, 이 시대에 일본에서 조선반

13) 시 스케이팅에 대해 김예리는 『이미지의 정치학과 모더니즘 김기림의 예술론』(소명출판, 2013)

에서, 얼음 위에서 직선, 곡선이 교착하면서 완급을 만들며 그려지는 스케이트의 움직임이, 질서 

있게 흘러가는 시계로 대표되는 ‘현실’의 ‘속도’를 해체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87쪽)

14) 西尾達雄 『日本植民地下朝鮮における学校体育政策』(明石書店, 2003), 「植民地スポーツ史研究

で今求められている課題とは―「植民地近代化論」との関わりで」(『植民地教育史研究年』8, 

2006), 김경일 「1920-1930년대 신여성의 신체와 근대성」(『정신문화연구』가을호, 2001) 등

을 참조했다.

15) 올해 들어 전우형 『식민지 조선의 영화소설』(소명출판, 2014)이 간행되었다.



도로 문학자가 방문, 체재했다는 점을 파악해 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는 이미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이 총독부나 제국대학 일본인 네트워크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데, 예를 들어 기쿠치 

간(菊池寛)이 1930년 9월에 서울은 방문했다는 사실, 즉 문학사적으로 그다지 주목 받지 않았

던 점에 주목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행기에서 만주로 가는 도중에 하루 머무른 것에 지나지 않

기는 하지만, 요코미쓰 리이치(横光利一), 이케타니 신자부로(池谷信三郎) 등 창창한 멤버들이 

모여, 모더니스트들이 직접 모습을 나타냈으며, 또한 그들이 집단으로 ‘외지’를 체험했다는 

사실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은 잡지 『모던 일본』이 창간된 후, 마카이쇼(馬海松)가 

편집에 기용돼 가는 과정과도 연결되는 문제이다.16)

또한 시인 우치노 겐지(内野健児)도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그는 1923년에 대전에서 첫 일본

어 시집을 간행한 후 경성으로 가서, 경성제국대학 영문학과 교수였던 사토 기요시(佐藤清)와

도 교우 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아세아시파(亜細亜詩脈)』에 게재되었던 동생의 시로 인해 

발매 금지 처분을 받고 직장도 잃은 후, 도쿄로 자리를 옮긴 1930년에 시집 『가치(カチ)』를 

간행했다. 그 안에 다음에 같은 시가 있다.

온돌이여 토장이여 바가지여 수옹이여 / 모두 이별이오 백의의 사람들

이군 김군 박군 주군 / 이름도 없는 가두의 전사․거지군

고역의 부초․자유노동자단군 / 안녕 안녕 / 안녕 가난한 나의 친구들

(内野健児 「朝鮮よ」, 『カチ』特製本, 宣言社, 1930년 4월. 大江満雄・小田切秀雄감수 『新井

徹の全仕事』, 創樹社, 1983년, 87쪽)17)

‘이군 김군 박군 주군’이라는 호명은 한 해 전인 1929년에 발표된 나카노 시게하루(中野

重治)의 시 「비 오는 시나가와역(雨の品川駅)」을 방불케 한다. 프롤레타리아 문학으로서의 

성격을 엿볼 수 있는 이 시집에는, 다음과 같은 시도 수록되어 있다.

이곳 카페․후지의 초여름의 밤은

아직 깊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미 환락의 막을 열었다!

경쾌한 무도곡은 축음기에서 흘러나오고

꽃 밑을 리드미컬하게 춤추는 붉은 머리의 남녀 한 쌍

그녀의 탁자에서 벽안의 시선을 던지는 부인도 동행이겠지

(内野健児 「大連の夜」, 『カチ』, 전게서, 111쪽)18)

16) 川村湊 「馬海松と『モダン日本』」(池田浩士편 『文学史を読みかえる２ 「大衆」の登場』, インパクト出版

会, 1998) 등 참조.

17) (옮긴이 주) 内野健児 「朝鮮よ」의 일본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温突よ　土墻よ　パカチよ　水甕よ / みんな別れだよ　白衣の人々 / 李君　金君　朴君　朱君 / 名

もない街頭の戦士・乞食君 / 苦役の浮草・自由労働者担軍 / さよなら　さよなら / さよなら　貧し

い俺のお友達

18) (옮긴이 주) 内野健児 「大連の夜」의 일본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인용한 시는 우치노가 교원으로서 1924년에 수학여행을 인솔했을 때 다롄에서 읊은 것이

다. 다롄에 대해 읊는다는 것은, 일본인에게 있어서는 구미의 분위기를 향유할 수 있다는 이국

주의(exoticism)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 두 시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

처럼 보인다. 단 프롤레타리아 문학과 모더니즘 문학이, 둘 다 ‘신흥’ 문학, ‘첨단’‘전

위’의 문학으로서 받아들여졌던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양자의 혼재가 보기 드문 현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우치노가 다롄을 바라보는 이국주의적인 시선을, 우치다가 ‘조선’

을 제재로 쓴 시를 읽는 일본인에 등치시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시 잡지 『아(亞)』가 

1924년 1월에 창간되었으며, 우치다가 이후 기타가와 후유히코(北川冬彦)와도 교류했다는 사

실을 염두에 두었을 때, 도쿄, 서울, 다롄을 월경하여 프롤레타리아 문학 / 모더니즘 문학의 접

점이 발견된다는 점은 굉장히 흥미롭다.

이러한 예 외에도, 사람의 이동이 텍스트의 이동으로 이어지는 케이스도 있다.19) 쇼와 초기 

유행작가였던 다니 조지(谷譲次)는 1928년에 시베리아를 경유해서 유럽으로 향하던 도중, 하

얼빈을 방문했다. 그 때의 상황을 “하얼빈 – 이상하지만 이상하지 않은 도시. / OH 

YES!HARBIN. 다양한 별칭으로 불리고 있구나. / 모든 인종과 아름다운 죄의 시장. / 바다가 

없는 상하이. / 그리고, 극동의 파리.”(谷譲次, 「踊る地平線」, 『中央公論』, 1928년 10월, 207

쪽)20)라고 기술하고 있는 한편으로, “일종의 이야기적인 울림을 가지는 도회의 이름은, 우리 

일본인에게는 공작 이토의 죽음을 연상시킨다”(205쪽)21), “죽인 사람도 죽은 사람도, 이미 

끝난 이야기라서, 어딘가 조용한 곳에서 이렇게 우리들처럼 차를 마시고 있다”(207쪽)22)고 

말하고 있다.

그런 그가 3년 뒤에 희곡 「안중근 – 14 장면」(『中央公論』, 1931년 4월)을 발표해서 멜랑

콜리에 빠진 안중근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이 희곡을 바탕으로 『하얼빈 역두의 안중근』

이라는 ‘조선어’ 희곡이 경성 삼중당서점에서 간행되었다. 작자는 이태호라고 되어 있으며, 

이것이 가명일 것이라는 설도 있지만 당시 삼중당서점이 있던 인사동 고서점가에 있던 행림서

ここかふえ・ふじの初夏の夜は / まだふけやらねどˎ 既に歓楽は幕を開けた！ / かろやかな舞踏曲は

蓄音器から流れ / 花下をりずみかるに踊る紅毛の男女一組 / 彼女の卓子により碧瞳の視線を投げる婦

人も同じ連であらう

19) 다니 조지를 관한 이하의 논의는, 졸고 「記憶 / 歴史 / 翻訳 ― ハルビンをめぐる物語」(西原和

海・川俣優편저 『満洲国の文化―中国東北のひとつの時代』 せらび書房, 2005)에서 논한 바 있다. 

하지만 그 때는 ‘행림서원’의 ‘이태호’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沖田信悦 『植民地

時代の古本屋たち』(寿郎社, 2007)에서 작성된 경성부의 고서점 일람(69쪽)을 통해 안 사실을 근

거로 추측한 것이다.

20) (옮긴이 주) 谷譲次 「踊る地平線」의 일본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ハルビン―不思議が不思議でない町˳ / OH・YES!HARBIN˳ いろんな別称で呼ばれるわけだ˳ / あら

ゆる人種と美しい罪の市場˳ / 海のない「上海」˳ / さうしてˎ 極東の巴里˳

21)一種物語的なひびきを持つ都会の名はˎ 私たち日本人にただちに公爵伊藤の死を連想させる

22)殺した人殺された人もˎ もうすつかり話しがついてˎ 何処かしづかなところでかうして私達のやうに

お茶を喫んでいる



림의 경영자 이름 역시 이태호로 동명인 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어찌 되었

든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암살한 안중근에 관한 희곡이 이 시기 조선반도에서 간행되어, 

다니 조지 경유로 하얼빈, 경성이 이어지고, 일본, 만주, 조선을 돌면서 텍스트가 번역되어 가

는 사례도 존재한다.

한일 모더니즘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중국(하얼빈, 상하이)이라는 공간을 둘러싼 표상의 차

이를 검토하는 것은 흥미로운 과제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제3항을 축으로 비교 검토할 경

우, 또 다시 구미로부터의 영향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라는 점에 문제는 귀결될 것이다. 이것

은 대중문화 레벨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더니즘 문학의 이론적 측면에 있어서도 해당되며, 

일본, 그리고 ‘조선’에 있어서, ‘영문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라는 문제를 고찰하는 것

과도 연결된다. 경성제국대학 예과의 동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경성제국대

학 영문학회가 발생하던 기관지 『경성제대영문학회회보』(【참고자료2】) 등도, ‘조선’에

서의 모더니즘 전개를 고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한다.23) 

이와 같이, 한일 모더니즘에 관한 연구에는 다양한 차원으로 언급해야 할 과제가 존재하며, 

또한, ‘동아시아적 동시성’에 대해 논의해 볼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필자 개인적

으로도, 공동연구라는 레벨로도, 모더니즘의 ‘동아시아적 동시성’이라는 시좌로 착실하게 

조사해 가고자 생각하며, 논의의 장이 넓어지길 기대한다.

 
【참고자료1】한국에서의 모던 문화 연구 주요문헌 (단행본 및 도록)

●김진송(1999) 『서울에 딴스홀을 許하라』, 현실문화연구

●권보드래(2003), 『연애의 시대』현실문화연구

●서울역사박물관(2003)『근대대중예술 소리와 영상』서울역사박물관

●신명직(2003)『모던뽀이, 京城을 거닐다』현실문화연구

●천정환(2003)『근대의 책읽기』푸른역사

●김경일(2004)『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푸른역사

●노형석(2004)『모던의 유혹 모던의 눈물』생각의나무

●부산근대역사관(2004)『광고 그리고 일상』부산근대역사관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2004)『일제의 식민지지배와 일상생활』혜안

●소래섭(2005)『에로 그로 넌센스』살림

23) 佐野正人 「佐藤清・植民地的な主体として―植民地・京城帝大・英文学―」(筑波大学文化批評研
究会編 『<翻訳>の圏域―文化・植民地・アイデンティティ―』, 2004), 전게서 「京城帝大英文科

ネットワークをめぐって―植民地期韓国文学における「英文学」と二重言語創作」 등이, 이미 조선에

서의 영문학 수용에 대해 논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김윤식 『최재서의 『국민문학』과 사토 기요시 

교수』(도서출판역락, 2009)등이 있다. 또한 아일랜드 문학 수용에 대해서는 김모란의 연구(

「「我々」のアイルランド劇―一九二〇・三〇年代朝鮮と日本におけるアイルランド劇の<移動>」, 

筑波大学文化批評研究会編 『<翻訳>の圏域』, 2006 등)이 있으며, 鈴木暁世 『越境する想像力 日

本近代文学とアイルランド』(大阪大学出版会, 2014)와 함께 참조하길 바란다. 또한 앞으로의 연구

를 위하여 『京城帝国大学英文文会会報』 목차를 덧붙였다. 촬영한 지면은 도쿄경제대학 리포지토

리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



목차 저자명 쪽수

제1호 (쇼와 4(1929)년 12월 25일 발행)

제인 오스틴의 크림프스 (Jane Austenのクリムプス) 데라이 구니오 (寺井邦男) 2

스티븐스의 기도서 (ステイーヴンスの祈祷書) 데라모토 기이치 (寺本喜一) 6

귀신 (お化け) 최재서 (崔載瑞) 7

첫 월급 (最初の月給) 이종수 (李鐘洙) 8

잡감 (雑感)　　　 마스다 이사오(増田功) 8

교원감상 (教員感想) 채관석 (蔡官錫) 9

연구실 이야기 (研究室の事ども) 林原生 10

Mr.Blunden에서 사토 교수로

(Mr.Blundenから佐藤教授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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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공간수유+너머근대매체연구팀(2005)『新女性　매체로 본 여성 풍속사』한겨레신문사

●조이담／박태원(2005)『구보씨와 더불어 경성을 가다』바람구두

●공제옥／정근식(2006)『식민지의 일상 지배와 균열』문화과학사

●신기옥／마이클 로빈슨 공 엮음(2006), 도면회 옮김『한국의 식민지 근대성』삼인

●강영심외(2008)『일제 시기 근대적 일상과 식민지 문화』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2008)『모던라이프 언파레드 2,30년대 일상문화』민속원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2008)『근대 한국의 일상생활과 미디어』민속원

●박상하(2008)『경성상계』생각의나무

●김백영(2009)『지배와 공간 식민지도시 경성과 제국 일본』문학과지성사

●김수진(2009)『신여성, 근대의 과잉』소명출판

●오해진(2009)『1930년대 한국 추리소설 연구』어문학사

●최병택／예지숙(2009)『경성리포트』시공사

●김남석(2010)『1930년대 조선의 대중극단들』푸른사상

●천정환(2010)『조선의 사나이거든 풋뽈을 차라』푸른역사

●천정환／이경돈／손유경／박숙자편저(2010)『식민지 근대의 뜨거운 만화경 『삼천리』와 1930년

대 문화정치』성균관대학교출판부

●검열연구회(2011)『식민지 검열, 제도 텍스트 실천』소명출판

●청계천문화관(2011)『경성 1930 이방인의 순간포착』청계천문화관

●소래섭(2011)『불온한 경성은 명랑하라』웅진지식하우스

●장유정(2012)『근대 대중가요의 매체와 문화』소명출판

●서지영(2013)『경성의 모던걸 : 소비・노동・젠더로 본 식민지 근대』여이연

●전우형(2014)『식민지 조선의 영화소설』소명출판

●박윤석(2014)『경성 모던타임스 : 1920, 조선의 거리를 걷다』문학동네

【참고자료2】『경성제대영문학회회보』(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일본에서는 도쿄경제대학 학술기관 리포지토리 “사쿠라이 요시유키 문고(桜井義之文庫)”

(http://repository.tku.ac.jp/dspace/handle/11150/2907)에서 열람 가능.)



학내동정 및 연구실 소식 (学内動静及研究室のなか) 11

회원명부 (会員名簿) 13

제2호 (쇼와 5(1930)년 6월 5일 발행)

「테스」에 나타난 자연에 대해서

(「テス」に現はれた自然に就いて)
이와야마 마사루 (岩山勝) 2

Quaintness과 "Vivid Obscurity" 

(Quaintnessと"Vivid Obscurity")
데라모토 기이치 7

J.Austen의 자연묘사에 대해서

(J.Austenの自然描写に就いて)
諸留寛 10

J.Galsworthy의 "The Fugitive"

(J.Galsworthyの"The Fugitive")
모리나가 류노히쓰 (森永龍之弻) 12

범인의 생활 (凡人の生活) 김용환 (金龍煥) 13

ET Cetera 오구치 요시오 (大口義夫) 15

A  Letter from Mr. Blunden 15

영문학회예회기록 (英文学会例会記録) 16

쇼와 5년도 강의제목 (昭和五年度講義題目) 17

쇼와 4년도 졸업논문제목 (昭和四年度卒業論文題目) 17

개인소식 (個人消息) 17

신입회원 (新入会員) 17

편집후기 (編集後記) 17

제3호 (쇼와 5(1930)년 11월 10일 발행. 표지: W. Hazlitt.)

The English Language in the Far East Livesey Haworth 2

Shelley의 Reminiscences

(ShelleyのReminiscences)
최재서 4

Individualist로서의 Whitman

(IndividualistとしてのWhitman)
현영남 (玄永男) 6

K. Mansfield의 작품에 대하여

(K. Mansfieldの作品について)
諸留寛 8

J. Galsworthy의 "The Silver Box"

(J. Galsworthyの"The Silver Box")
모리나가 류노히쓰 9

Nature Lyric소고 (Nature　Lyric小考) 스기모토 다케오(杉本長夫) 11

Hood와 Lamb (Hood と　Lamb) 데라모토 기이치 12

Book Review 14

학내동정 (学内動静) 15

회원소식 (会員消息) 16

잡록 (雑録) 16

편집후기 (編集後記) 16

제4호 (쇼와 6(1931)년 3월 5일 발행. 표지: Spenser's "The Shepherd's Calendar")

Youth and the Classics. R. H. Blyth 2



Bacon의 Essays에 대해서

(Baconの Essaysに就いて)
야마모토 도모미치 (山本智道) 4

"Birds, Beasts and Flowers" 각서

("Birds, Beasts and Flowers"　覚書)
데라모토 기이치 6

Racine이 본 Milton (Racineの観た Milton) 니시카와 아키라 (西川融) 10

신간소개 (新刊紹介) 11

학내동정 (学内動静) 11

쇼와 5년도 졸업논문제목 (昭和五年度卒業論文題目) 12

쇼와 6년도 강의제목 (昭和六年度講義題目) 12

신착도서 (新着図書) 12

회원소식 (会員消息) 14

수증잡지 (受贈雑誌) 14

편집후기 (編集後記) 14

제5호 (쇼와 6(1931)년 6월 20일 발행. 표지: William Morris's Stained Glass)

Irving in Shakespeare 후지이 아키오 (藤井秋夫) 2

시의 한계 (詩の限界) 최재서 3

Milton의 simile (Milton の　simile) 니시카와 아키라 6

Herford의 Wordsworth (Herford の Wordsworth) S.S.Z. 7

Tenyson의 In Memorian 

(Tenysonの　In Memorian)
가지와라 슌 (梶原俊) 9

신간소개 (新刊紹介) 10

신착도서(Ⅱ) (新着図書（Ⅱ）) 10

학내동정 (学内動静) 12

회원소식과 통신 (会員消息と通信) 13

편집후기 (編集後記) 13

제6호 (쇼와 6(1931)년 11월 20일 발행. 표지: Frontispiece of The Song of Love by W. H. 

Davies)

Colloquial English 나카지마 후미오 (中島文雄) 2

Arthur Symons 조용만 (趙容萬) 5

하드의 「기사전기론」 (ハードの「騎士伝奇論」) 최재서 7

Granville-Barker의 근저

(Granville-Barkerの近著)
후나쓰 시게아키 (舟津重輝) 10

신저소개―사토교수의 신저

(新著紹介―佐藤教授の新著)
12

신착도서Ⅲ (新着図書Ⅲ) 13

학내동정 (学内動静) 14

Notes 15

회원소식 (会員消息) 15

회원명부 (会員名簿) 16



편집후기 (編集後記) 16

제7호 (쇼와 7(1932)년 3월 10일 발행. 표지: From the Caedmon Poems)

J. B. Priestley에 대해서 (J. B. Priestley　のこと) 데라이 구니오 2

Aldous Huxley 시집 (Aldous Huxley　の詩集) 데라모토 기이치 6

Prometheus 잡고 (Prometheus　雑考) 府中敞 10

Cranford에 대해서 (Cranford　について) 諸留寛 11

신간소개

Beddoes―현실주의― Coleridge―현대영미문학

(新刊紹介

Beddoes―現実主義― Coleridge―現代英米文学)

13

신착도서Ⅳ (新着図書Ⅳ) 14

쇼와 6년도 졸업논문제목 (昭和六年度卒業論文題目) 16

쇼와 7년도 강의제목 (昭和七年度講義題目) 16

학내동정 (学内動静) 16

수증도서 (受贈図書) 16

회원소식 (会員消息) 17

편집후기 (編集後記) 17

제8호 (쇼와 7(1932)년 6월 10일 발행. 표지: From Caxton's Mirror of the World)

J. B. Priestley에 대해서 (J. B. Priestleyのこと) 데라이 구니오 2

Colloquial English（２） 나카지마 후미오 5

Francis Thompson의 자연시

(Francis Thompson　の自然詩)
스기모토 다케오 (杉本長夫) 6

Wuthering Heights 잡감

(Wuthering Heights　雑感)
勢一顕 9

신간소개

괴테 연구―문학연구（제1집）―일역「율리시스」

(新刊紹介 ゲーテ研究―文学研究（第一輯）―邦訳「ユリ

シーズ」)

11

신착도서 (新着図書) 11

학내소식 (学内消息) 12

수증도서 (受贈図書) 15

회원동정 (会員動静) 15

편집후기 (編集後記) 15

제9호 (쇼와 7(1932)년 12월 10일 발행. 표지: Tilte-page to the 1st edition of Robinson 

Crusoe.)

독일에서의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

(独逸に於けるロビンソン・クルーソー物語)
다나카 우메키치 (田中梅吉) 2

O'Neil 일고찰 (O'Neil　の一考察) 후나쓰 시게아키 6

O'Neil: Mourning Becomes Electra에 대해서 가이노 미치타다 (戒能通忠) 10



(O'Neil: Mourning Becomes Electraに就て)

수감만록 (随感漫録) 니시카와 아키라 13

신간소개 (新刊紹介) 스기모토・니시카와 14

신착도서 (新着図書) 15

학내소식 (学内消息) 17

수증도서 (受贈図書) 17

회원동정 (会員動静) 18

편집후기 (編集後記) 18

제10호 (쇼와 8(1933)년 3월 10일 발행. 표지: Mr. Shaw wrestles with temptation)

Adison의 상상론 (Adisonの想像論) 최재서 2

비평 (批評) 데라모토 기이치 6

Conrad. Aiken 논고 (Conrad. Aiken　論考) 스기모토 다케오 10

신간소개 (新刊紹介) K.T. 13

졸업론문제목 (卒業論文題目) 14

쇼와 8년도 강의제목 (昭和八年度講義題目) 14

학내소식 (学内消息) 14

신구입도서 (新購入図書) 15

수증도서 (受贈図書) 15

회원동정 (会員動静) 15

편집후기 (編集後記) 15

제11호 (쇼와 8(1933)년 6월 1일 발행)

머리말 (巻頭言) 1

영국의 창가 (英国の唱歌) 나카지마 후미오 2

Shelley와 이상미 (Shelleyと理想美) 府中敞 6

Sheridan의 comedies에 대해서

(Sheridan の　comediesについて)
오야마 마사노리 (小山政憲) 11

Moral Realist로서의 George Eliot.

(Moral Realist としてのGeorge Eliot.)
홍봉진 (洪鳳珍) 13

Elton 연구방법에 대하여 (Elton　の研究方法に就て) Sigma 15

Byron의 편지 (Byron　の手紙) 니시카와 아키라 16

문학의 보전 (文学の保全) 최재서 19

신간소개 (新刊紹介) 21

학내소식 (学内消息) 21

수증도서 (受贈図書) 22

회원동정 (会員動静) 23

편집후기 (編集後記) 23

제12호 (쇼와 8(1933)년 11월 10일 발행. 표지: From C. Middleton's translation of Everard. 

Digby's De Arts Natandi,1595.)

예스페르센의 신문법서 (エスペルゼンの新文法書) 최재서 2



시에 있어서의 Imagery의 의의 

(詩に於けるImageryの意義)
스기모토 다케오 9

Lawrence의 마지막 시집 (Lawrenceの最後の詩集) 데라모토 기이치 14

신간소개 (新刊紹介) Sigma 16

학내소식 (学内消息) 16

수증도서 (受贈図書) 17

회원동정 (会員動静) 17

편집후기 (編集後記) 17

제13호 (쇼와 9(1934)년 3월 1일 발행. 표지그림 From Coleridge's The Ancient Mariner)

영국의 창가（승전） (英国の唱歌（承前）) 나카지마 후미오 2

윈덤 루이스 론 (ウインダム・ルイス論) 최재서 6

Lamb의 에세이 (Lambのエッセイ) 니시카와 아키라 12

신간소개 (新刊紹介) T.S. 15

학내소식 (学内消息) 15

졸업론문제목 (卒業論文題目) 15

회원동정 (会員動静) 16

회원명부 (会員名簿) 16

수증조서 (受贈調書) 16

편집후기 (編集後記) 17

제14호 (쇼와 9(1934)년 5월 5일 발행. 표지 권두화 Dickens and Disraeil

디킨스를 어떻게 볼 것인가（１）

(デイキンズを如何に見る（１）)
데라이 구니오 2

「별광」에 대해서 (「瞥光」に就いて) 이와야마 마사루 8

The Needle-Watcher 諸留寛 13

English Idioms 니시카와 아키라 18

QUARE IMPEDIT 오구치 요시오 22

흠정 성서역에 나타난 'do' 용법에 대하여

(欽定聖書訳に現はれたる'do'の用法に就いて)
김업 (金業) 23

신간소개 (新刊紹介) 26

영어교수에 대해서 (英語教授に就いて) 가지와라 슌 27

오가와 군의 추억 (小河君の思出) 諸橋哲夫 28

쇼와 9년 강의제목 (昭和九年講義題目) 28

학내동정 및 회원소식 (学内動静及会員消息) 29

제15호 (쇼와 9(1934)년 7월 5일 발행. 표지 권두화 "The Importance of Beng Earnest"의 무

대)

Great-Great-Grandmother's Wedding Dress P.L. Haworth 2

셰익스피어의 현대역 (シエイクスピアの現代訳) F.N. 5

Wordsworth의 "The Immortal Ode“

(Wordsworth の　"The Immortal Ode")
김해균(金海均) 6



Webster의 "The White Devil" 

(Webster の　"The White Devil")
후나쓰 시게아키(船津重輝) 9

"King Lear"의 가치 ("King Lear"　の価値) 김윤석(金尹錫) 11

좀먹은 흔적 (蠧魚のあと) 13

"Winner Take Nothing" 이호근(李晧根) 13

잡록 (雑録)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