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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Axe: A Caribbean Platform for Criticism  
– 사회적 개입과 새로운 학문 세대 양성을 추구하는 카리브

의 탈식민주의 저널

하 영 준

Ⅰ

  “『호모미그란스』의 한 꼭지로 ‘저널 리뷰’나 ‘논문 리뷰’를 담는 것이 

어떤가?”라는 제안을 처음 했을 때 가졌던 내 생각은 기존 서평 방식의 한

계를 보완하면 좋겠다는 단순한 차원이었다. 연구자가 자기 영역의 최신 

경향을 부담 없이 좀 더 순발력 있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지 않

을까 하는 취지였다. 그런데 첫 저널 리뷰를 직접 준비하는 과정은 이전

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단 중요한 의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호모미그란스』가 추구해야 할 학술적 지향은 무엇인가?”라

는 질문이 그것이다. 최근 저널을 연구재단 등재지로 만들 것인가와 관련

된 이민인종연구회의 논의는 이 질문의 답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른 저널에 대한 간략한 검토와 소개가 이러한 난제에 손쉬운 답을 주지

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저널의 학문적 지향에 대한 고민 과정을 살

펴본다면 적어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잠시나마 생각꺼리

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번에 소개하는 Small Axe: A Caribbean 

Platform for Criticism(이하, 『스몰 엑스』)라는 저널은 카리브의 최근 

연구 동향을 보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학문적 정체성을 모색하

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선택하였다.

『스몰 엑스』는 창간 역사가 비교적 짧지만 영어권 카리브 지역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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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선도적인 저널이다.1) 저널은 1997년 창간되어 매년 2회 발행되어 오

다가, 2006년부터 매년 3회(3월, 7월, 11월)로 증간되었다. 현재 2013

년 7월 41호가 발간되었다. 이 저널을 출간하는 듀크 대학 출판부(Duke 

University Press)의 소개를 보면, 『스몰 엑스』는 카리브 근대성을 형

성해 온 관념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연구를 소개하는 데 초점이 있다. 

저널은 학술 논문, 에세이, 인터뷰, 서평 등 학술적 저작뿐만 아니라 단편 

소설, 시, 시각 예술 같은 문화적 작품 등도 실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영

역을 포괄하면서 저널이 추구하고자 하는 설립 취지는 카리브를 정치·사

회·문화적으로 변화시키는 사회적 실천이다. 그러나 ‘개입의 저널(jour-

nal of intervention)’으로서의 처음 지향에 더해서 ‘공인의 저널(journal 

of authorisation)’이 될 필요성에 최근 직면하고 있다. 카리브 연구를 위

한 새로운 학문 세대의 육성이라는 문제가 새롭게 부각되게 된 것이다. 이

처럼  『스몰 엑스』는 사회적 실천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창작과 비평』과 유사하지만, 학술지적 성격이 점차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비평』에 좀 더 가까운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편집장은 데이비드 스콧(David Scott)이고 중요 편집자로는 앤서니 

보그스(Anthony Bouges), 나디 에드워즈(Nadi Edwards), 애니 폴(An-

nie Paul) 등이 있다. 이들 모두는 자메이카 출신이지만, 전공은 인류학(

스콧), 역사학(보그스), 문학(에드워즈) 시각예술(폴) 등 다양하다. 현재 

스콧은 콜롬비아 대학(Columbia University, NY) 보그스는 브라운 대학

(Brown University), 에드워즈와 폴은 서인도 대학의 모나 캠퍼스(The 

University of West Indies, Mona)에 재직하고 있다. 참고로 서인도 대

학은 자메이카에 모나 캠퍼스가 있고, 트리니다드 토바고에 세인트오거

스틴(St. Augustine) 캠퍼스가 있다. 이들 편집위원은 우리 사회의 386 

세대와 비슷한 면이 있다. 영국 식민지로부터 갓 정치적으로 독립한 자메

이카에서 청년기를 보냈고, ‘블랙파워 운동’ 같은 저항적 민족주의와 제 3

세계 사회주의의 세례를 받아 급진화된 세대이다. 

1) “Criticism as a question: David Scott talks to Nicholas Laughlin about 
Small Axe,” The Caribbean Review of Books, November 2008 (http://
caribbeanreviewofbooks.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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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몰엑스』의 창간을 주도했고, 지금까지 편집장으로 참여하고 있

는 스콧은 카리브의 인류학 연구자이지만 탈식민주의 이론 연구자로서 

더 잘 알려져 있다. 그의 가장 중요한 연구서는 Refashioning Futures: 

Criticism after Postcoloniality(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9)와 Conscripts of Modernity: The Tragedy of Colonial 

Enlightenment(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4) 등이다. 이들 

연구의 학문적 중요성은 자메이카 출신의 유명한 문화 이론가, 스튜어트 

홀(Stuart Hall)이 대담자로 나섰던 2006년 인터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다.2) 스콧은 지금까지 카리브 지역의 탈식민 담론을 지배해

왔던 저항적 민족주의와 제 3세계 사회주의가 자신의 정치적 상상력을 

모두 소진했다고 진단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탈식민주의

적인 패러다임의 모색을 요청하고 있다. 저널의 발간 취지를 보면 이러한 

스콧의 입장을 곳곳에서 강하게 느낄 수 있다. 

Ⅱ

『스몰 엑스』는 앞에서 언급했듯 ‘개입’을 지향하는 저널이다. 기성의 지

배적 인식론에 도전하면서 카리브의 정치·사회·문화적 변화를 추구한다. 

이러한 저널의 사회적 지향은 그 이름 유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스몰 

엑스(Small Axe, 작은 도끼)’는 자메이카 출신의 ‘전설적 레게 뮤지션’, 

밥 말리(Bob Marley)가 1973년에 작곡 발표한 노래 제목에서 따왔다. 밥 

말리는 노래로 혁명을 할 수는 없겠지만, 혁명의 조건을 창출할 수는 있다

고 생각하였다. “If you are a big tree, we are a small axe.”라는 가사

를 담은 밥 발리의 노래는 당대에 정점에 이르렀던 블랙 파워 운동의 흑

인 급진주의를 대변하였다. 도처에 존재하는 제국주의 억압자를 제 3세

계 민중이 도끼로 나무를 쓰러뜨리듯 무너뜨릴 것이라는 경고를 일차적 

메시지로 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빅 트리(big tree)’는 자메이카 음악 

산업을 지배했던 3대 음반회사를 지칭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노래 ‘스몰 

엑스’는 국제적으로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기성 지배세력을 전복하겠

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저널 『스몰 엑스』는 

2) “David Scott by Stuart Hall” Bomb 90, Winter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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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을 불러 올 수 있기 위해서 기성의 지배적인 개념과 

가치를 해체하는 카리브의 ‘작은 도끼’가 되고자 한다.

『스몰 엑스』가 탈식민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오랫동안 단절

된 저항적·문화적 민족주의 저널의 과거 전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는 것

도 이 때문이다. 영어권 카리브에서 『계간 신세계(New World Quar-

terly, 1965~1972)』가 1970년대 초에 폐간되고, 그 이어 출간된 『사

바코우(Savacou, 1970~1979)』가 1970년대 말 폐간된 이래 토착적인 

비판을 창출하려는 독립된 저널은 1997년 『스몰 엑스』가 창간될 때

까지 존재하지 않았다. 『계간 신세계』는 트리니다드 토바고 출신의 지

식인이자 저명한 경제학 교수였던 로이드 베스트(Lloyd Best)를 대표로 

삼아 서인도 대학의 모나 캠퍼스를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과학자 연구모

임인 ‘신세계 그룹(New World Group)’이 발행하였다. ‘카리브 예술 운

동(the Caribbean Artist’s Movement)‘이 발간했던 저널 『사바코우』

는 그 이름이 카리브 신화에 나오는 천둥과 바람을 다스리는 ‘새-신(bird 

god)’에서 유래한 것이다. 『사바코우』를 편집했던 바베이도스 출신의 

문학가 카마우 브래스웨이트(Kamau Brathwaite)는 서구 중심주의와 아

프리카 중심주의로부터 벗어나서 카리브 사회가 독자적 민족(지역) 문

화를 창출했음을 천명하였던 The Development of Creole Society in 

Jamaica, 1770-1820(Oxford: Oxford University, 1971) 이라는 민족

주의 연구서로 유명한 역사학자이기도 하다. 두 저널 『계간 신세계』와 

『사바코우』는 영어권 카리브에서 독립 이후 등장한 기성 국가와 사회 

체제에 비판적 태도를 취하면서 저항적·문화적 민족주의를 추구하였다.

1960~70년대 전성기를 이루었던 저항적·문화적 민족주의는 영어권 카

리브 국가와 사회를 지배했던 흑인 중간계급의 크레올 민족주의(Creole 

nationalism)에 대한 반발로 등장하였다. 저항적· 문화적 민족주의는 크

레올 민족주의를 ‘유럽 자유주의적 민족주의의 카리브적인 형태’ 또는 

‘흑인 중간계급의 앵글로색슨적인 성향’의 파생물로 간주하였다. 크레

올 민족주의가 추구했던 영국식 의회 민주주의와 ‘친미 반소’의 대외 정

책, 영국 노동당 식의 온건한 사민주의 경제정책, 영국 빅토리아식 위신

(respectability) 문화의 찬양 등은 그러한 파생적 경향을 잘 보여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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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주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저항적 문화적 민족주의의 대변지였던 

『계간 신세계』와 『사바코우』는 이러한 서구 중심주의적 경향에서 카

리브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해 온 방식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두 저널이 

단순히 카리브 사회의 이해를 지배했던 서구 중심주의적 인식론을 해체

하고 크레올 민족주의를 비판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

들 저널은 카리브에 토착적이고 지역적인 비평 언어와 개념을 창출하겠

다는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스몰 엑스』는 카리브의 정치적-문

화적 전통을 새롭게 창출하려는 이러한 저항적·문화적 민족주의 저널의 

야심찬 비전을 계승하고자 한다.

저항적·문화적 민족주의가 사용하는 ‘토착적’이나 ‘지역적’이라는 용어는 

논란을 일으키는 개념이지만, 『스몰 엑스』는 이 개념의 타당성을 옹호

한다. 식민주의와 함께 시작된 이주와 이산의 산물인 카리브는 ‘토착적’

이나 ‘지역적’이라는 용어가 적용되기가 어려운 역사적 특수성을 지녔다. 

카리브는 영토적 경계를 가진 특정 장소라기보다는 다양한 장소의 주민

을 연결하는 문화적 또는 정치적 네트워크로 접근할 때 보다 잘 이해될 

수 있다. 게다가 최근의 글로벌화 과정은 다양한 메트로폴리탄 중심지에

서 카리브 정체성을 구성하는 새로운 장소들의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

다는 지각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장소가 전 지구적 차원

에서 상호 대등하거나 대칭적인 것이 아니다. ‘디아스포라’나 ‘트랜스내

셔널’이라는 용어는 이들 장소 사이에 동등성이나 대칭성이 존재한다는 

그릇된 인식을 줄 위험이 있으며, 글로벌 불평등과 주변화(marginalisa-

tion)의 역사와 정치를 무시할 수 있게 한다. 영어권 카리브에서 겪고 있

는 미국으로의 인재 유출이라는 고질적 문제는 이러한 글로벌 불평등과 

주변화의 단지 작은 사례일 뿐이다. 『스몰 엑스』가 자의식적으로 ‘지역

적 카리브(the regional Caribbean)’에 집중하면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

디아스포라 저널(diaspora journal)’이 아니라 ‘카리브 저널(Caribbean 

journal)’로서 규정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지역적 카리브가 인위적으로 

구성된 장소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지구적 불평등과 주변화를 고려할 

때 그 지역 삶에 기초한 지적·문화적 형태와 전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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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스몰 엑스』는 지역적 카리브를 통해서 토착적인 새로운 비평 

언어와 개념을 창출하려고 했던 저항적·문화적 민족주의 저널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전통의 갱신을 또한 추구하고 있다. 

이들 저널이 카리브의 ‘작은 도끼’였던 1960~1970년대와는 오늘날의 사

회적, 정치적 맥락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들 저널에게 정치적 

영감을 제공했던 ‘반둥 프로젝트(Bandung project)’와 ‘제3세계 사회주

의’는 오래전에 실패했고, 오늘날은 글로벌화가 카리브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헤게모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인도 네루(Jawaharlal 

Nehru)와 이집트 나세르(Gamal A. Nasser)가 추구했던 제3세계 국제적 

연대의 반둥 프로젝트는 과거의 망각 속으로 사라졌고, 니에레레(Julius 

K. Nyerere)의 탄자니아에서부터 마이클 멘리(Michael Manley)의 자메

이카와 모리스 비솝(Mauris Bishop)의 그레나다로 이어지는 제 3세계 사

회주의는 지속된 실패와 오명으로 결국 그 정치적 생명이 끝났다. 『스몰 

엑스』는 이러한 사회적, 정치적 상황이 생각하는 방식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카리브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족주의 프로젝트와는 

완전히 다른 비평 언어와 개념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스몰 엑스』가 찾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질문이

다. 질문 자체가 근본적으로 갱신되어야 한다. 민족주의 패러다임에 기초

한 과거의 질문은 유지한 체 새로운 해답을 제시하는 방식일 수 없다. 게

다가 이러한 새로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스몰 엑스』는 이러한 준비된 답의 부재가 저널로서 스스로의 존재 조

건이라고 생각한다. 카리브뿐만 아니나 우리 모두는 정치적으로 뿐만 아

니라 지적으로도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 주권과 자결의 토대, 지

적·미적 판단의 근거, 발전과 진보의 의미, 가능한 정치적 미래의 이데올

로기적·제도적 형태 등등 카리브 근대성을 규정한다고 간주되어왔던 것

들이 새롭게 사고될 필요가 있다. 민족주의의 오랜 패러다임은 더 이상 

그럴듯해 보이지 않지만 새로운 것은 아직 스스로를 분명히 보여주지 못

하고 있다. 『스몰 엑스』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모른다는 위험을 무

릎쓰고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이, 오직 그것만이 암울한 현재의 대안

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99

Small Axe, A Caribbean Platform for Criticism

이민인종연구회 http://www.homomigrans.com

주장한다.

이처럼 『스몰 엑스』는 카리브를 재형성하기 위한 사회적 개입을 추구

하는 저널로서 처음 출발했지만, 오늘날 카리브 연구를 위한 새로운 학문 

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저널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에도 직면하고 있다. 저

널을 읽는 잠재적 독자이자 기고자가 새로운 젊은 세대의 카리브 학자들

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스몰 엑스』가 사회적 개입의 저널일 뿐만 아

니라 학술적으로 공인된 저널이기를 바란다. 편집장인 스콧은 새로운 세

대의 카리브 학자 상당수가 여성 학자이며 카리브와 북미를 오가는 생활

을 하고 있고, 저널의 편집진과는 세대가 다른 1970년대에 태어나서 민

족주의 프로젝트에 회의적인 세대라고 진단한다. 이들 신세대 연구자들

은 새로운 사회적 의제를 던지는 『스몰 엑스』에서 자신의 정치적 플랫

폼을 발견하지만, 이들은 또한 자기가 배우고 가르치는 대학에서 학자로

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저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카리브 학자 세대의 요구는 저널이 학술적 공인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를 제기하고, 추측컨대 이러한 방향으로 『스몰 엑스』는 나

아가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학술적으로 공인된 저널이 되고자 

하는 것과 카리브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사회적 개입을 지향하는 것 사

이에는 어떤 긴장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전자는 제도화된 안정성을 필요

로 하지만 후자는 창의적인 유연함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둘 사이에 긴장

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지, 자신의 학문적 지향을 잃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스스로를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인지는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저널

의 과제이다. 이 자리에서 이것을 더 이상 논의하는 것은 시간적, 지면적

인 한계가 있다. 다만 2006년 이후 3회 발생으로 늘어난 것은 아마도 이

러한 노력과 연관이 있지 않은가 싶다.

Ⅲ  

저널 구성과 관련하여 살펴보자면 『스몰 엑스』는 다른 학술 저널과 

비슷하다. 거의 매호 특집이 있고, 논문, 에세이, 인터뷰, 책토론(Book 

Discussion), 단편 소설, 시각 예술 자료, “Visual Life of Catastroph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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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같은 연재 기획 프로젝트 등이 부정기적으로 실린다. 2013년 

특집 주제는 41호의 “What is Caribbean Studies?,” 40호의 “The Idea 

of Black Radical Tradition,” 등 이었다. 이들 특집 주제를 살펴보면 저

널이 지닌 카리브 지향성과 급진주의적 성격을 잘 알 수 있다. 심층적인 

분석에 기초한 것은 아니지만 이들 특집은 전통적인 카리브의 연구 주제

로 간주되어 왔던 것을 선택하면서도 편집장인 스콧의 학문적 성향을 강

하게 반영하여 포스트푸코주의 또는 탈식민주의적인 시각에서 재검토하

거나 재구성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듯 보인다. 예를 들어 41호 카

리브 지역 연구나 40호의 흑인 급진주의 전통을 다룬 특집 주제는 그 개

념과 범주에 대한 탈식민주의적인 검토에서 시작하고 있다.

저널 구성에서 흥미를 끄는 독특한 것은 인터뷰와 책토론이다. 인터뷰는 

카리브의 학문적 전통을 창출하는데 기여한 인물을 선정하여 관련 전문 

학자가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듣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심층 대

담 방식은 한국에서 『역사와 문화』나 『역사비평』이 시도한 적이 있

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카리브는 과거 오랫동안 식민주의와 서구중심주

의가 미친 영향으로 오랫동안 학문적 연구 대상이 되지도 못했고, 학문

적 전통의 존재 자체도 인정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심층 인터뷰

는 서구 중심주의로부터 탈피하여 카리브 자신의 학문 전통을 재발견하

고 갱신하고자 하는 저널의 설립 취지가 반영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예

를 들면 우리에게 『설탕과 권력』으로 잘 알려진 인류학자 시드니 민츠

(Sidney W. Mintz)와의 대담 제목, “The Anthropology of Ourselves: 

An Interview with Sidney W. Mintz”은 이러한 인터뷰의 학문적 지향

성을 잘 보여준다. 지금까지 인터뷰한 인물들의 면면을 보자면 앞에서 언

급한 민츠 이외에 자메이카 출신이자 하버드 대학의 역사 문화 사회학자 

패터슨(Orlando Patterson), 그레나다 출신의 시인이자 소설가 콜린스

(Merle Collins), ‘크레올리테 운동(Creolite Movement)’으로 잘 알려진 

마리티니크 출신의 샤모아조(Patrick Chamoiseau), 자메이카 출신 학

자 및 사회 비평가 네틀포드(Rex Nettleford), 자메이카의 예술가 쿠퍼

(Laura Facey Cooper) 등으로 다양하다. 

『스몰 엑스』가 제공하는 책토론은 이 저널이 지닌 또 다른 특색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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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책 토론은 카리브 연구에서 중요하다고 평가받는 저작을 선정하여 

적어도 2명 이상의 관련 전문가가 이에 대한 비판적인 서평을 쓰고, 다시 

저자가 그 비판에 대한 답하는 형태를 갖고 있다. 신간 소개나 주례사 비

평의 차원이 아니라 매우 논쟁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책 

토론의 방식도 과거 한국 서양사 저널에서 시도했던 적이 있는 것으로 기

억하지만 어느 저널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아무튼 책 토론은 카리브의 

최근 연구 동향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

를 들면 2003년 발간된 14호의 ‘책 토론’은 캐서린 홀(Catherine Hall)의 

중요한 역사서, Civilising Subjects: Metropole and Colony in the Eng-

lish Imagination 1830-1867(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 2002)에 대한 것이었는데, 관련 전문가 4명이 각기 서평을 

쓰고 저자가 총괄적으로 비판에 답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최근에 가장 흥

미로웠던 책 토론은 벅모스(Susan Buck-Morss) Hegel, Haiti and Uni-

versal History(2009)에 대한 것이었다. 2010년 발간된 33호에서  편집

장인 스콧과 Modernity Disavowed: Haiti and the Cultures of Slavery 

in the Age of Revolution(Durham &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04)이라는 아이티 혁명사 연구로 유명한 피셔(Sibylle Fisher)가 보편

사의 문제와 관련된 비판적 서평을 썼고, 벅모스가 이들 비판에 대한 답하

면서 보편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더욱 구체화하였다.

『스몰 엑스』에 참여하고 있는 카리브 연구자들은 출판된 저널의 형태 

이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문학과 문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홈페이지의 ‘SX Salon’은 두 달에 한 번씩 발간되는 디지털 저널 형태로 

문학과 문화 토픽과 관련된 서평, 인터뷰, 토론 등 학술 연구물과 더불

어 소설과 시 등의 카리브 문학작품을 소개하고 있다.3) 또한 1년에 한번 

카리브 지역을 대상으로 ‘스몰 엑스 문학 경연(the Small Axe Literary 

Competition)’도 개최하고 있기도 하다. ‘SX Space’는 ‘SX Salon’의 자

매지로서 시각 예술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 저널이다. 『스몰 엑스』의 인

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Sx Salon’과 ‘SX Space’ 모두를 볼 수 있다. 이

렇게 『스몰 엑스』의 참여 연구자들이 다양한 전공을 지녔으면서도 문

3) “This question of place: a conversation with Kelly Baker Josephs,” The 
Caribbean Review of Books, March,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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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문화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카리브의 식민지 역사와 관련이 있

다. 카리브 식민지인들의 정치적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데 주요하게 기

여해왔던 것은 서구중심적이고 식민주의적이었던 학술 연구가 아니라 문

학과 문화였다. 전체 인구가 2천 만도 안되는 영어권 카리브에서 노벨 문

학상 수상자가 2명이나 나왔다는 점은 이를 잘 보여준다. 『스몰 엑스』

가 카리브의 비판 전통을 창출하고 재검토하는데 문학과 문화에 중요한 

관심을 두는 것은 이 때문이다. 

『스몰 엑스』는 카리브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사회적 개입과 새로운 

학문 세대의 양성을 자신의 야심찬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만, 앞에서 언급

했던 이 둘 사이에 긴장 이외에 해결해야 할 다른 문제가 있다. 우선, 편

집장인 스콧처럼 편집진을 포함한 상당수가 미국 대학에 자리를 잡은 디

아스포라 연구자라는 점이 그것이다. 사실 이들이 가지는 카리브 사회에 

대한 강한 학문적 발언권은 글로벌한 불평등, 즉 이들이 미국 명문 대학

의 교수들이라는 점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순적인 실

존은 제 1 세계 유명 대학에 자리 잡고 있는 저명한 탈식민주의 연구자들

의 공통된 문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스몰 엑스』의 참여 연구자

들이 지역적 카리브를 통해 토착적 비평 언어와 개념의 창출이라는 학문

적 지향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모순과 긴장은 더욱 크다 할 수 있

다. 이들 연구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지향과 실존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과 

긴장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풀어날 갈 수 있는지가 저널의 성장에 또 다

른 관건이 될 것이다. 

디아스포라 연구자의 학문적 지향과 그 실존 사이에 관계란 다른 한편으

로 지식인과 대중 사이에 긴장이라는 오래된 주제의 새로운 변주라고도 

할 수 있다. 이것과 관련하여 『스몰 엑스』가 고민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탈식민주의 저널이 일반적으로 공유하는 것으로서 대중이 이해하기에 지

나치게 난해하다는 점이다. 편집장인 스콧은 이러한 저널의 난해성을 새

로운 비평 언어를 창출해야 한다는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오늘날 대중적인 쉬운 글쓰기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과거 민족

주의 저널도 처음 등장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이해하기 쉽지 않았다. 변화

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새롭게 사용되는 언어와 개념이 익숙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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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모호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스콧은 

투명한 글쓰기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언어와 사회 사

이의 관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 사고를 요구한다. 언어는 사회의 투명

한 반영물이 아니며, 오히려 언어가 사회를 재사고하는 인지적 공간을 열 

수 있다. 개념적·이론적 언어는 난해하더라도 새로운 지적 공간을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스몰 엑스』가 디아스포라 연구자들 자기

만의 폐쇄된 공간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더구나 자신의 학문적 지

향과 실존 사이에 긴장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대중적 글쓰기는 여전히 중

요하다. 한국사회도 마찬가지였지만 과거 민족주의 저널과 사회주의 저널

은 스스로 대중적 글쓰기를 지향했고 여러 대중 운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

고 있었다. 원하지 않더라도 대중과 소통해야 하는 외부적 압력에 노출되

어 있었던 것이다. 반면 오늘날 학문 지형은 사회 운동 및 일반 대중과 단

절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쉽게 우물 안 아카데미즘에 빠지기 쉽다. 

따라서 탈식민주의 저널뿐만 아니라 대다수 저널이 새로운 언어와 개념

을 요구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빌미로 섣불리 대중 지향성을 포기하

기보다는 오히려 의식적으로 더욱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카리브 저널 『스몰 엑스』가 추구하는 학문적 지향, 인터뷰와 

책토론 같은 저널의 구성, 편집진과 그들이 직면한 여러 문제들 - 사회적 

개입과 학술적 제도화, 학문적 지향과 디아스포라적인 실존, 대중적 글쓰

기의 문제 - 등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이들 난제는 쉽게 해결하지 못하겠

지만 앞으로 저널이 보여줄 역동성의 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를 이

론적, 제도적 차원에서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것 자체가 자신이 원하는 토

착적인 비평 언어와 개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다. 우리 

저널, 『호모미그란스』가 내년에 새롭게 출발하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

도 이와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들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우리의 학문

적 지향이 무엇인지, 『호모미그란스』의 설립 취지가 무엇인가에 대한 

재검토와 성찰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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