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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잡지『신천지』에서의 미야하라 긴이치로(宮原欣一郎)의 창작 

 

北京語言大学박사과정 3 년、慶應義塾大学교환유학생 唐楠 

 

1.『新天地』에 대하여 

 

발행시기: 1921년 6 월～1945년 6월 

성격: 월간종합잡지, 일본어 

출판사: 신천지사 (大連) 

    1924년 동경에 신천지사 지사를 설립, 내지를 대상으로 하는 대리점의 역할. 

주요란 

「권두언」―――――――1～3장 

「주장과 비판」 ――――1～3편 

경제・사회 자료 ――――2～4편 

시평――――――――――2～4편 

문예――――――――――4～8편 

「창작」――――――――1～3편 

「편집후기」――――――마지막장 

판형: 145㎜×210㎜ 표지는 2 도 인쇄 

쪽수: 통상 100～130쪽 

      특별호, 기념호는 120～200쪽 

정가: 1 호 40 錢, 우편요금 1錢 5厘, 반년에 2圓 50錢, 1년에 5圓 

 

2.창간경위 

 
발행인: 中村芳法 

편집인(편집장):  

1. 上村哲彌（창간～1925년 12월） 

2. 石川鉄雄（1926년 1월～1928년 4월） 

3. 秋山昌男（1928년 5월～1945년 6월） 

인쇄인: 山田浩通 

고문: 金子雪斎（창간～1925년 9월）、大藏公望 

창간 취지: 좌익적, 자유주의 

각시기의 편중 분야: 

전기――편집장 1, 2의 시기, 문예작품 

중기――만주사변 전후, 논책과 시평 

후기――만주국 성립 후,「국책」의 선전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디지털 파일（1923년～1925년） 

제 3 년(1923 년) 11, 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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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년(1924 년) 7, 9, 10, 11, 12호 

제 5 년(1925 년) 4 호 이외의 호 

제 6 년이후, 전호 

 

3. 미야하라 긴이치로의 작품(1923 년-1929 년) 

 

권호 작품명 발생지 줄거리 

1923년 11월호 ①기념사업 (記

念事業) 

東京 결혼기념일에 보는 외교관 

부부의 불행한 결혼생활 

1923년 12월호 ②모친 (母親) 大連 관동대지진으로 大連에 건너 온 

아들이 생활의 희망을 되찾는 

이야기 

1924년 7월호 ③여름은 괴롭다 

(夏は苦しい) 

大連 소녀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보답받지 못하는 청년의 비련을 

그린 이야기 

1924년 9월호 ④인력거 (人力

車) 

大連 헤어진 가족에게 오해받고 

애인을 잃는 청년의 이야기 

1925년 5월호 ⑤굴뚝 (煙突) 東京 동경으로 귀성한 청년이 죽은 

방적여공의 집을 찾아가는 

이야기 

1925년 6월호 ⑥꿈꾸는 기분 

(夢心持) 

일본의 모처 아끼는 새끼고양이가 살해 

당하는 간호부 노파의 비참한 

생활 

1925년 7월호 ⑦산보 (散歩) 大連（추정） 한 남자가 일본과 식민지 도시 

사이에서 두 여자와 사랑하는 

이야기 

1925년 9월호 ⑧암벽을 지키다 

(岩壁を護る) 

大連（추정） 선장의 고독한 아내와 세관소의 

신입 엘리트 사원 사이의 연애 

이야기 

1926년 2월호 ⑨묵시 (黙示)1 일본의 모처 운명에 농락 당하는 네 명의 

남매가 혈연관계에 대한 의혹을 

숨긴 채, 각자의 집착을 

관철하는 이야기 

1926년 3월호 묵시 2 

1926년 4월호 묵시 3 

1926년 5월호 묵시 4 

1927년 1월호 ⑩의치 (義歯)1 동방의 

모도시 

（희곡） 3 각관계에 빠지는 

남녀 3 명이 기묘한 약상자를 

받게 되고, 황금 의치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야기. 3 막 

1927년 2월호 의치 2 

1927년 3월호 의치 3 

1927년 6월호 ⑪연일 (連日) 大連（추정） 불륜으로 집을 나간 남자가 

애인의 연애를 목격하고 깨닫는 

이야기 

1927년 8월호 ⑫친구 (朋友)1 大連（추정） 중국인 짐마차 마부 둘이 ‘어쩔 

수 없는’ 3 일간을 보내는 

이야기 

1927년 9월호 친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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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년 10월호 ⑬창 안 (窓の

中) 

불명 몽고에서 일했던 옛 친구가 

찾아오는 이야기 

1927년 11월호 ⑭자명종시계 

(目覚時計) 

東京 자명종시계가 멈춰버린 후의 

일련의 트러블 

1928년 2월호 ⑮파수막 (番小

屋) 

불명 정치가가 소녀 운전수를 고용해 

유혹하다가, 봉변을 당하는 

이야기 

1928년 4월호 ⑯필통 (筆入)1 불명 칠기장인이 완전무결한 작품을 

만드는 과정 중에 제조소에서 

필통 뚜껑의 밀매사건이 

일어나는 이야기 (미완) 

1928년 5월호 필통（二） 

1928년 6월호 필통（三） 

1928년 10월호 ⑰전망대 (望臺) 東京 완벽한 집을 짓겠다는 꿈을 

품은 형을 응원하며 고통받는 

이야기 

1929년 1월호 ⑱나비를 태우는 

항아리 (蝶を焼

く壺) 

大連（추정） 전차안에서의 트러블 (미완) 

1929년 6월호 ⑲이부 동생 (異

父弟) 

東京 무위도식하는 주인공과 그 이부 

동생이 부호 가족의 계승자로 

선정되어, 어머니에게 전말을 

추궁하는 이야기 

1929년 7월호 ⑳어머니의 실락 

(母の失楽) 

東京 

 
1. 잡지문학과 사회현실(관련작품) 

※지진과 재건（『모친』『전망대』） 

※고국과의 이별（『여름은 괴롭다』『인력거』『산보』『암벽을 지키다』『창 

안』） 

※사회빈민층의 생활（『굴뚝』『꿈꾸는 기분』『친구』『파수막』『필통』） 

2. 작품의 창작이념과 테마 

※「신천지」의 창조 

지식인층의 좌경주의, 상류계급에 대한 비판 

※「외지경험」의 변용 

여론과 개인생활의 변화, 도시생활의 부자유 

3. 여성관, 연애관, 가정관 

※짝사랑과 배반 

※불륜의 죄악감  

※개인의 의사를 우선하는 가정 내의 관계 

4、죽음의 이미지 

※기독교 신앙 

※순수한 「자유」의 추구 

 

4. 창작의 연장――단행본 장편소설 『미래』（1929） 

 

1. 식민자의 시점에서 보는 「민족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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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식인의 「낙원」과 「이상국」 

3. 만주국의 「예고」 

 

5. 20 세기 20 년대 문학작품의 연구방법과 의의 

 
구분: 신문, 종합잡지 

   문학적 동인지 

관련: 기고자의 그 전과 후의 문학 활동 

   필명의 사용과 변화 

국제창작교류: 문학평론 

작자 간의 교류 

       작중의 외국인 이미지 

연구의 의의: 

1. 「만주문학」에의 준비 

2. 「국책」전야의 「자유주의」문학 

3. 「작가」없는「작자」의 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