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품명 발표지 발표연도 분류

五夢女 시대일보 1925. 7. 13 단편

구장의 처 반도산업 1926. 1. 1 단편

모던껄의 만찬(晩餐) 조선일보 1929. 3. 19 콩트

행복 학생 1929. 3 단편

그림자 근우 1929. 5 단편

온실화초 조선일보 1929. 5. 10-12 단편

누이 문예공론 1929. 6 단편

백과전서의 신의의 신소설 1930. 1 단편

기생 山月이 별건곤 1930. 1 단편

은희부처(恩姬夫妻) 신소설 1930. 5 단편

어떤날 새벽 신소설 1930. 9 단편

구원의 여상(久遠의 女像) 신여성 1931.1-8 장편

결혼의 악마성 혜성 1931. 4, 6 (2회) 단편

고향 동아일보 1931. 4. 21-29 단편

불도나지 안엇소 도적도 나지 안엇소 아무일도 업소 동광 1931. 7 단편

봄 동방평론 1932. 4 단편

불우선생(不遇先生) 삼천리 1932. 4 단편

천사의 분노 신동아 1932. 5 콩트

실낙원 이야기 동방평론 1932. 7 단편

서글픈 이야기 신동아 1932. 9 단편

코스모스 이야기 이화 1932. 10 단편

슬픈 승리자 신가정 1933. 1 단편

꽃나무는 심어놓고 신동아 1933. 3 단편

法은 그러치만 신여성 1933. 4-1934. 4 중편

미어기 동아일보 1933. 7. 23 콩트

제2의 운명 조선중앙일보 1933. 8. 25-1934. 3. 23 장편

아담의 후예 신동아 1933. 9 단편

어떤 젊은 어미 신가정 1933. 10 단편

코가 복숭아처럼 붉은 여자 조선문학 1933. 10 콩트

馬夫와 敎授 학등(學燈) 1933. 10 콩트

달밤 중앙 1933. 11 단편

박물장사 늙은이 신가정 1934. 2-7 중편

氷點下의 우울 학등 1934. 3 콩트

촌띄기 농민순보 1934. 3 단편

불멸의 함성 조선중앙일보 1934.5.15-1935.3.30 장편

점경 중앙 1934. 9 단편

어둠(우암노인) 개벽 1934. 9 단편

애욕의 금렵구 중앙 1935.3 중편

성모(聖母) 조선중앙일보 1935.5.26-1936.1.20 장편

색시 조광 1935. 11 단편

손거부(孫巨富) 신동아 1935. 11 단편

순정 사해공론 1935. 11 단편

三月 사해공론 1936. 1 단편

가마귀 조광 1936. 1 단편

황진이 조선중앙일보 1936.6.2-9.4(연재중단) 장편

■ 이태준 소설 목록

(콩트 6편, 단편 63편, 중편 4편, 장편 14편)



바다 사해공론 1936. 7 단편

장마 조광 1936. 10 단편

철로(鐵路) 여성 1936. 10 단편

복덕방 조광 1937. 3 단편

코스모스 피는 정원 여성 1937. 3-7 중편

사막의 화원 조선일보 1937. 7.2 단편

화관(花冠) 조선일보 1937. 7. 29-12. 22 장편

패강냉(浿江冷) 삼천리 1938. 1 단편

영월영감(寧越令監) 문장 1939. 2, 3월호 단편

딸삼형제 동아일보 1939. 2. 5-7. 17 장편

아련(阿蓮) 문장 1939. 6 단편

농군(農軍) 문장 1939. 7 단편

청춘무성(靑春茂盛) 조선일보 1940. 3. 12-8. 10 장편

밤길 문장 1940. 5-6․7합병호(2회) 단편

토끼이야기 문장 1941. 2 단편

사상의 월야(思想의 月夜) 매일신보 1941. 3. 4-7.5 장편

별은 창마다 신시대 1942. 1-1943. 6 장편

행복에의 흰손들 조광 1942. 1-1943. 1 장편

사냥 춘추 1942. 2 단편

석양(夕陽) 국민문학 1942. 2 단편

무연(無緣) 춘추 1942. 6 단편

왕자호동(王子好童) 매일신보 1942.12.22-1943.6.16 장편

석교(石橋) 국민문학 1943. 1 단편

뒷방마냄 『돌다리』에 수록 1943. 12 단편

제1호선박의 삽화1)(일문소설) 국민총력 1944. 9 단편

즐거운 기억 한성일보 1945. 10 단편

너 시대일보 1946. 2 단편

해방전후(解放前後) 문학 1946. 8 단편

불사조(不死鳥) 현대일보 1946.3.27-7.19(연재중단) 장편

농토 삼성문화사 1948. 8 장편

첫 전투 문화예술(4권) 1948. 12 단편

아버지의 모시옷 『첫전투』(문화

전선사, 1949, 11)

에 수록

1949 단편

호랑이 할머니 1949 단편

삼팔선 어느 지구에서 1949 단편

먼지2) 문학예술 1950. 3 단편

백배천배로
『고향길』(재일

본 조선인교육자동

맹 문화부, 1952, 

12)에 수록

1952 단편

누가 굴복하는가 보자 1952 단편

미국 대사관 1952 단편

고귀한 사람들 1952 단편

네거리에 선 전신주 1952 단편

고향길 1952 단편

두 죽음 미확인 1952 단편

 

1) 이 작품은 호테이 토시히로와 심원섭에 의해 『문학사상』1996년 4월호에 번역, 게재되었다. 

2) 이태준의 「먼지」는 1952년경 발표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1997년에 김재용에 의해 발표 연도가 확정된

다. 「먼지」는 1950년 2월 『문학예술』3월호에 발표되었으며, 발굴 이후 『민족문학사연구』10집(1997, 3)

에 전문과 자료해제가 소개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