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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량 작 『노마만리』와 중국 (축약본) 

곽형덕 

 

  발표 취지 

이 발표는 『노마만리』 텍스트의 형성과정에 주목하면서 ‘민족주의’적 반제국주의 

통일전선―김사량이 중국에서 경험한 신민주주의와 직접 관련이 있는―에 대해 분석하려 한다. 

다만 이 발표는 김사량이 중국에서 체험한 신민주주의를 그 당시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건설되고 있는 ‘북조선’과의 관련 또한 염두에 두려 한다. 이른바 ‘만주파’ 김일성이 

북조선 사회 안에서 권력을 손에 넣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연안파’에 속하는 김사량이 쓴 

『노마만리』는 민성 연재본에 수록된 상태로는 북조선에서 재구성되는 역사와 충돌할 

위험이 있었다. 이 발표는 『노마만리』의 텍스트 형성 과정에 주목하면서 신민주주의에 

대한 언설이 어떻게 1946년 이후 북조선 사회와 겹쳐지는지에 주목했다. 

『노마만리』텍스트 형성 과정 속에서 해방 후 김사량문학의 문학적 여정의 단편을 찾아낼 

수 있다. 

  

 

〈노마만리〉 텍스트 형성과정 

 

① 육필원고 〈사량고전士亮稿箋〉〈산채담山寨譚 자료전〉 

  (노트에 쓸 당시의 제목, 현재 행방을 알 수 없음) 

② 초출 『민성』연재본 

  Ⓐ 초기 2회 연재분 ⓐ 〈延安亡命記―종이騒動〉(1946.1) 

                        ⓑ 〈延安亡命記―山寨譚（２）〉（1946.2） 

  Ⓑ 후기 7회 연재분 〈駑馬万里―延安亡命記①-⑦〉(1946.3-4, 6,  

11, 1947.2-3, 7） 

③ 단행본 수록 《노마만리》(양서각良書閣[평양], 1947.10） 

④ 《김사량선집》(국립출판사, 1955.6）〔저본은 ③《노마만리》〕 

 

 ① 육필원고는 “화북 조선 독립 동맹 조선 의용군 본진”(③ 단행본 수록 당시「서」) 

안에서 1945년 6월 무렵에 쓴 것으로 ② 초출 『민성』연재본에서 처음으로 활자화 

됐다(합계 총 9회로 중단). 여기에 ③ 단행본에 수록된 원고를 합치면 〈노마만리〉는 

1945년 6월부터 해방 후인 1947년 7월까지 약 2년 4개월 동안 작가의 기억이 재편되는 

가운데 기록된 것이다. 이처럼 〈노마만리〉텍스트가 형성되는 과정은 집필할 당시 “왜놈의 

편전지”에 각각 쓴 〈사량고전〉과 〈산채담 자료전〉으로부터, ② 초출 『민성』연재본을 

거쳐, ③, ④에 이르러 단행본으로 나왔고, ④에 ② 초출 『민성』연재본을 합친 것이 현재 

정본으로 자리 잡고 있다. 〈노마만리〉 텍스트 형성과정 가운데 ① 육필원고는 그 실물이 

남아있지 않음에도 텍스트 형성 과정에 끊임없이 그 흔적을 남기고 있는 셈이다. 

「연안망명기」로부터 『노마만리』에 이르는 텍스트 형성 과정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김일성 및 신민주주의에 관한 내용이 가필된 부분이다. 전술한 것처럼 

『노마만리』는 복잡한 가필 과정을 거친 텍스트로 발표된 시기의 역사적 시공간의 영향을 

받았다.  

 

발표 요지문 

이 발표에서는 김사량문학과 중국과의 관련을 『노마만리』에 초점을 맞춰서 고찰해 봤다. 

이를 다 음 세 가지로 정리해 본다. 

1) 김사량은 중국체험을 통해서 일본의 제국주의를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여서, 협력자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국제정서를 확인해 가며 자기 갱신의 길을 발견해 

나갔다. 이는 1939년, 1944년의 중국 방문에서 심화됐고, 1945년 중국으로의 망명으로 

하나의 완결에 이르렀다. 김사량의 독문학에 대한 관심이 약해지는 과정에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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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이 있음은 무시할 수 없다. 일본 제국주의에 신음하면서도 항전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공산당과 조선의용군의 존재는 식민주의적 현실에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반응했던 

김사량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임이 틀림없다.   

2) 『노마만리』의 복잡한 텍스트 형성과정을 탐색해 개고가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했다. 

특히 『민성』연재본으로부터 단행본화 되는 고정에 건국 도상에 있는 북조선 

사회와의 타협과 갈등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3) 『노마만리』텍스트 개고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김일성에 대한 찬미와 

신민주주의론에 대한 것이다. 전자는 텍스트 행간에 돌출돼 있지만, 후자는 태항산 

해방촌의 체험만이 아니라, 1947년 시점에 북조선 사회에 적용가능한 논의라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텍스트에 편입돼 있다. 요컨대, 신민주주의론은 건국중인 북조선 사회 

안에서도 김일성 일파에게도 매력적인 실천이론이었다. 계몽을 통해서 인민의 통일을 

꾀하고, 봉건적인 경제구조를 일신하며, 외세의 개입을 거부하는 신민주주의론을 

거부할 이유는 없었던 셈이다.  

이처럼 김사량은 1945년 중국망명을 결행해서 일본의 식민주의를 비판하는 작가에서 

직접적으로 항일전선에 뛰어들어 혁명가의 길을 걸으려 했다. 이러한 고정을 거쳐서 

김사량은 “민족적인 작가”로부터 반제국주의를 내세운 국제주의자로 변모했다고 할 수 

있다. 『노마만리』의 집필은 그러한 변모를 잘 말해준다. 하지만, 그러한 변모는 

심장병을 앓고 있는 김사량을 조선전쟁으로 나아가게 했고 죽음으로 이끌었다. 

조선전쟁에서는 일본제국주의가 아니라 미제국주의와의 싸움이었다. 그러한 이력으로 

김사량과 그의 문학은 오랜 세월 동안 봉인돼 한국에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김사량이 품고 있던 민족을 내핵으로 지닌 국제주의는 그를 중국대륙으로부터 고향 

평양으로 향하게 해, 연변과 일본에서 활동하는 길을 끊었다. ‘국제주의자’ 김사량의 

죽음과, 1988년 이전 한국 사회 내에서의 그에 대한 처우는 역사의 아이러니라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