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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1905년 러일전쟁은 일본제국이 조선을 식민화하고 대륙으로의 

제국주의적 진출을 노골화하는 계기였지만, 국제적 차원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반식민주의와 반인종주의 투쟁의 거대한 활력을 

불러왔다.1) 유럽의 강대국인 러시아에 굴욕적 패배를 안겨 준 일본의 

승리는 백인의 세계 지배에 균열을 가져온 세계사적인 사건으로 

인식되었다. 이때부터 부커 T. 워싱턴(Booker T. Washington), 

마커스 가비(Marcus Garvey), 듀보이스(W. E. B. Dubois) 등 미국 

흑인 지식인들은 백인의 세계 지배에 도전하는 전 지구적 차원의 

인종 전쟁을 전망하면서 일본제국을 유색인의 국제적 지도자이자 

동맹자로서 열렬히 지지하였다.2) 1931년 일본의 만주침략과 만주국의 

1) Cemil Aydin, “A Global Anti-Western Moment? The Russo-Japanese 
War, Decolonization, and Asian Modernity”, Sebastian Conrad and 
Dominic Sachsenmaier eds., Competing Visions of World Order: Global 
Moments and Movements, 1880s-1930s (New York: Palgrave Macmil-
lan, 2007), pp. 213-236.

2) Gerald Horne, Race War: White Supremacy and the Japanese Attack on 
the British Empire (New York and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4), pp. 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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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 그리고 1937년 중일전쟁과 난징대학살을 거쳐서 1941년 진주만 

침공으로 태평양전쟁이 본격화될 때까지 이러한 정치적 경향은 소수의 

흑인 지식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고 미국연방수사국(FBI)이 

우려할 만큼 대중적인 현상이었다. 이 연구는 인종주의와 식민주의에 

결연히 맞섰던 듀보이스가 일본제국과 대동아공영권(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을 어떠한 정치적ㆍ이론적ㆍ인식론적 배경에서 

지지하게 되었는지를 검토하면서 ‘상상된’3) 일본과 동아시아가 

아프리카계 디아스포라의 정체성 형성에 미친 ‘트랜스-퍼시픽(trans-

pacific)’ 차원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를 카리브 출신의 흑인 지식인 

C. L. R. 제임스의 입장과 비교하면서 흑인 급진주의와 범아프리카주의 

내의 다양하고 복잡한 흐름을 드러내는 데 관심을 둘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은 몇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 우선, 국내 

연구의 부재이다. 해외 연구 규모에 비교할 수 없지만, 국내에서도 듀보이스에 

관한 중요한 연구가 존재한다.4) 이들 연구에 기초해서 듀보이스의 사상과 

범아프리카주의에 관한 전반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인종에 대한 본질주의적 

관점에서 구성주의적 관점으로, 미국 사회로의 통합주의에서 흑인 

분리주의로, 미국 예외주의에서 아프리카 중심주의로, 자유주의 이념에서 

반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엘리트주의에서 민중주의로, 반인종주의에서 

반식민주의와 반제국주의로의 확장 등 듀보이스 사상의 궤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연구에서 듀보이스의 사상 발전에 

미친 일본제국과 동아시아의 역할이 누락 되었거나 무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듀보이스가 “인종적 편견으로 인해 일본의 중국침략을 서구제국주의에 

대한 유색인종의 저항으로 오판”했으나 “후에 일본의 제국주의를 명확히 

인식하고 비판했다”라는 양석원의 언급이 전부이다. 그러나 일본제국에 대한 

듀보이스의 인식은 단순한 오판으로 간주할 수 없다. 이경원은 듀보이스가 

3) ‘상상된’이란 ‘허구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며, 또한 ‘실제적’인 것과 대립한다는 
의미도 아니다. 

4) 이석구,『저항과 포섭사이: 탈식민주의 이론에 대한 논쟁적 이해』 (서울: 소
명출판, 2016), 173-208쪽; 이경원,『검은 역사 하얀 이론: 탈식민주의 계
보와 정체성』 (서울: 한길사, 2011), 101-176쪽; 안효상,「두보이스에 관
한 에세이 두편: 사회주의의 수용과 범아프리카주의의 전망」, 『트랜스토리
아』, 6호(2006), 17-46쪽; 양석원,「두보이스의 범아프리카주의와 아프리
카 민족해방운동」, 『비평과 이론』, 9권 1호(2004), 255-2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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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이데올로기적 토대이자 내적 긴장의 양대 축이었던 흑인민족주의와 

마르크스주의 사이의 접점”을 전후 공산화된 마오쩌둥(毛澤東, Mao 

Zedong)의 중국에서 찾았다고 주장하지만, 그가 먼저 이러한 사상적 접점을 

찾았던 곳은 전간기 일본제국의 만주국이었다. 또한, 듀보이스가 “중국을 

범아프리카주의 운동의 동지이자 모델로 삼았”다고 언급하지만, 그가 이보다 

먼저 모델로 삼은 것은 일본제국의 범아시아주의와 대동아공영권이었다. 

따라서 듀보이스 사상의 전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제국과 동아시아에 

대한 그의 논의를 검토해야만 한다.

두 번째는 해외 연구 동향과 관련된 필요성이다. 최근 트랜스내셔널 

연구의 영향과 함께 ‘아프로-오리엔탈리즘(Afro-Orientalism)’, 

‘트랜스퍼시픽 반인종주의(Trans-Pacific Anti-racism)’, ‘블랙퍼시픽 

내러티브(Black Pacific Narrative)’ 같은 새로운 개념을 사용해서 

아프리카계 디아스포라가 동아시아와 맺은 다양한 관계를 검토하는 

연구가 등장하고 있다.5) 이러한 접근은 기존의 흑인 지성사 연구가 

5) Bill Mullen, Afro-Orientalism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4); Yuichiro Onishi, Trans-pacific Anti-racism: Afro-Asian 
Solidarity in 20th-Century Black America, Japan, and Okinawa (New 
York and London: New York University of Press, 2013); Etsuko Ta-
ketani, The Black Pacific Narrative: Geographic Imaginings of Race 
and Empire between the World Wars (Hanover, New Hampshire: Dart-
mouth College Press, 2014). 관련된 다른 연구는 Penny M. Eschen, Race 
Against Empire: Black American and Anti-colonialism, 1937-1957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Reginald Kear-
ney, African American Views of The Japanese: Solidarity or Sedition?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8); Marc Gallic-
chio, The African American Encounter with Japan and China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0); Vijay Prashad, Every-
body Was Kung-Fu Fighting: Afro-Asian Connections and the Myth of 
Cultural Purity (Boston: Beacon Press, 2001); Reginald Kearney, “The 
Pro-Japanese Utterances of W. E. B. Dubois”, Contributions in Black 
Studies, 13/14(1995/1996), pp. 201-217; Nahum Dimitri Chandler, “A 
Persistent Parallax: On the Writings of W. E. B. Du Bois on Japan and 
China, 1936-1937”, The New Centennial Review, 12-1(2012), pp. 291-
316; Seok-Won Lee, “The Paradox of Radical Liberation: W. E. Du Bois 
and Pan-Asianism in Wartime Japan, 1931-1945”, Inter-Asia Cultural 
Studies, 16-4(2015), pp. 513-530; Sidney Pash, “W. E. B. Du Bois: 
From Japanophile to Apologist”, Studies in English and American Lit-
erature, 51(March, 2016), pp.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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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ㆍ아메리카ㆍ아프리카 사이에 대서양 커넥션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흑인 급진주의나 범아프리카주의의 발전에 

‘트랜스-퍼시픽’ 커넥션이 미친 다층적인 영향을 고려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에서 듀보이스와 같은 흑인 급진주의 지식인이 일본 

제국주의를 지지하게 된 역사의 아이러니를 단순한 실수로 평가하지 

않고 전체 사상 발전과의 관계 속에서 심층적으로 이해하려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새로운 접근에서 일부 연구자의 경우 아프리카계 

디아스포라와의 관계에서 동아시아가 갖는 지정학적 의미를 새롭게 

재구성하거나 트랜스-퍼시픽 커넥션이 듀보이스의 정치적 상상력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일본 제국주의를 옹호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점이다. 또한, 이와 연관된 것으로 트래스-퍼시픽 

커넥션의 중심점으로 중국과 일본을 강조하면서 식민지 조선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문제점도 있다. 따라서 트랜스-퍼시픽 커넥션을 다루는 

개념들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최근 연구 성과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대안의 문제와 관련된다. 흑인 급진주의 

지식인들 내에서 일본 제국주의에 동조와 옹호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듀보이스와는 한 세대 정도 차이가 있지만, 동시대 미국에서 활동했던 

카리브 출신의 흑인 급진주의자 제임스는 일본제국을 비판하는 

정치적ㆍ이론적ㆍ인식론적 대안을 제공하였다. 제임스는 1932년 

영국에서 트로츠키주의의 영향을 받아 마르크스주의가 되었고 1938년 

미국으로 건너와 매카시즘으로 추방될 때까지 미국에서 활동하였다. 

그는 미국 주류 사회뿐만 아니라 공산당 소속 흑인 지식인들도 

동조했던 ‘민주주의 대 파시즘’, ‘문명 대 야만’이라는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지배적 인식 틀을 듀보이스와 마찬가지로 거부하였다. 제임스는 

반파시즘 연합을 지지하면서 미국 내 인종주의와 유럽의 제국주의에 

눈을 감았던 좌파 지식인들을 맹렬히 공격하였다. 그러나 듀보이스가 

인종 전쟁의 전망 속에서 일본제국을 지지한 것과는 달리, 제임스는 

계급적 관점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비판하고 피억압 민중의 국제적 

연대를 추진할 수 있는 사상적 기반을 발전시켰다. 따라서 듀보이스의 

논의와 함께 제임스의 입장을 검토하는 것은 듀보이스가 일본제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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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은 당혹스러운 커넥션에 대한 ‘시차적 관점(parallax view)’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흑인 급진주의와 범아프리카주의의 통일성과 

단일성을 강조하는 접근에서 벗어나 그 다양성과 복잡성을 드러낼 수 

있다. 

이러한 비교 연구는 흑인 급진주의 지성사 내에서 듀보이스, 

세제르(Aimé-Fernand Césaire), 파농(Frantz Fanon)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온 제임스의 중요성을 부각하려는 부차적 

목적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상적 우열을 논하는 방식이 아니라 흑인 

급진주의 지식인들 사이에 긴장 관계가 반인종주의 및 반식민주의 

사상의 발전에 미친 영향을 드러내는 데 보다 큰 관심이 있다. 

이 연구는 우선 1905년 러일전쟁과 1차 세계대전에서 시작하여 

1931년의 만주사변과 만주국의 수립, 중일전쟁과 난징대학살 등을 

거쳐, 진주만 기습과 태평양전쟁 발발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제국주의가 

노골화되는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듀보이스가 상상된 일본제국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추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제국의 이미지가 

듀보이스의 사상 발전에 미친 다층적 영향을 여러모로 살펴보고 이를 

다루기 위해서 ‘트랜스-퍼시픽’ 연구가 사용한 개념들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임스와의 비교 연구를 통해서 듀보이스의 

이론적ㆍ인식론적 한계와 그 가능한 대안을 다룰 것이다.

  

Ⅱ. 일본제국과 듀보이스

듀 보 이 스 가  1 9 0 3 년  “ 2 0 세 기 의  문 제 는  피 부 색  차 별 ( c o l o r 

l i ne )의 문제이다”라고 선언했을 때,  그는 이미 백인의 세계 

지 배 에  도 전 하 기  위 한  아 프 리 카 와  아 시 아 의  국 제 적  연 대 를 

상상하고 있었다.6) 그는 남북전쟁 시기 전투적 노예해방론자, 존 

브라운(John Brown)을 다룬 역사서에서 피부색 차별의 문제가 

6) W. E. B, Du Bois, The Souls of Black Folk(1903) (Oxford: Oxford Uni-
versity, 2007),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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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그로’만이 아니라 일본인ㆍ중국인ㆍ인도인들의 억압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7). 그리고 인류의 다수가 인종적 

선입견ㆍ제국주의ㆍ경제적 종속 그리고 종교적 위선을 끝내기 위해서 

일어설 것으로 기대하면서 ‘니그로’가 아시아인과 동맹하여 백인의 세계 

지배에 도전하는 인종 전쟁의 도래를 전망하였다.8) 듀보이스가 아시아, 

특히 일본을 인식했던 방식은 이러한 역사적 전망에서였다. 전 지구적 

차원의 피부색 차별이라는 인식 틀 내에서 아시아인은 아프리카인과 함께 

백인의 세계 지배에 고통받는 존재로서 모두 동일시되었다. 듀보이스는 

민족국가들이나 특정 지역의 에스닉 집단들 사이의 차이에 관심을 주지 

않았다. 이러한 인종적 집단 범주화를 통해서 일본제국은 듀보이스에게 

서구제국주의의 희생자로서 간주 되었다.9) 그리고 일본의 제국주의적 

확장을 백인 중심의 국제 질서에 도전하는 저항 행위로서 인식하였다.

듀보이스가 일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부터였다. 

듀보이스는 1897년부터 일본의 발전이 국제적 차원에서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1900년 일본에서 유럽 국가들의 영사재판권이 

폐지된 것을 피부색 차별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건으로 간주하였다.10) 

그러나 그가 일본에 특별한 관심을 두게 된 것은 1905년 러일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계기였다.11) 러일전쟁의 승패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7) W. E. B, Du Bois, John Brown (Philadelphia: G W. Jacobs, 1909), p. 169.

8) W. E. B, Du Bois, “The African Roots of War”, Atlantic Monthly, 115(May 
1915), p. 710; W. E. B, Du Bois, Darkwater: Voices from within the Veil 
(New York: Harcourt, Brace and Howe, 1920), pp. 49-50.

9)  Lee, “The Paradox of Radical Liberation”, p. 515.

10) W. E. B. Du Bois, The Conservation of Races: The American Negro 
Academy Occasional Papers, No. 2 (Washington, DC: The American 
Negro Academy, 1897), p. 10; W. E. B. Du Bois, “The Present Outlook 
for the Dark Races of Mankind”, A. M. E. Church Review, 17-2(1900), 
pp. 95–110.

11) W. E. B. Du Bois, “Atlanta University”, R. C. Ogden, K. Miller, W. G. 
Frost, R. C. Bruce, H. B. Frissell, W. E. B. Du Bois, and J. G. Merrill eds., 
From Servitude to Service: Being the Old South Lectures on the His-
tory and Work of Southern Institutions for the Education of the Negro 
(Boston: American Unitarian Association, 1905), p. 197. 당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일반적 반응과 관련해서는 Kearney, African American Views 
of the Japanese: Solidarity or Sedition?, pp.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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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도 듀보이스는 유색인들을 고통 속에 옭아매었던 ’백인’이라는 

주술, 즉 세계 지배를 지탱해 온 백인의 헤게모니가 깨졌다고 

선언하였다. 러일전쟁은 유색인 국가가 백인국가에 거둔 최초의 

승리였다. 이때부터 듀보이스는 일관되게 일본제국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였다.12)

그러나 일본제국이 만주를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자신의 괴뢰국가인 

만주국을 건설한 1931년 만주사변은 듀보이스에게 곤욕스러운 문제를 

제기하였다. 일본이 같은 유색인 ‘형제 국가’를 침략한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국제연맹에서 일본의 침략행위를 규탄하고 

국제연맹은 일본군의 철수를 결의하였지만, 일본은 이를 거부하고 

국제연맹을 탈퇴하였다. 그러나 듀보이스는 만주사변의 책임을 일본이 

아니라 유럽 제국의 침략주의와 그리고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지 못한 

중국의 무능력 탓으로 돌렸다.13) 중국은 자신의 내적 혼란과 만주의 

무정부 상태가 유럽 국가의 침략과 약탈을 불러올 것이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일본이 대신 나섰다는 

것이다. 만약 일본이 앞서서 만주에 진출하지 않았다면 다른 유럽 

제국이 결국 점령했을 것이라는 논리였다. 듀보이스는 만주의 영토와 

자원이 일본의 발전과 팽창에 절대적으로 필요했다고 지적하면서 

일본의 만주 장악으로 아시아에서 백인 지배 전략은 종말을 맞았고 

일본이 아시아와 유색인의 지도자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그의 

국제 정세 인식에 깔려있던 ‘백인 대 비백인’이라는 이분법적 도식은 

그가 일본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였다.

나치 독일에서 6개월을 보낸 후, 소련을 거치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이용하여 만주국과 중국 상해 그리고 일본을 탐방했던 1936년 

12) W. E. B, Du Bois, Dusk of Dawn: An Essay Toward an Autobiography of 
a Race Concept(1940)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p. 27, 
196. 

13) W. E. B, Du Bois, Philadelphia Tribune (October 22, 1931); W. E. B, Du 
Bois, “Japan and China”, The Crisis, 39(March 1932), p. 93; W. E. B, Du 
Bois, “Listen, Japan and China”, The Crisis, 40-1(1933), p. 20; W. E. B, 
Bois, “Japan and Ethiopia”, The Crisis, 40-12(1933), p.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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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은 듀보이스의 기존 견해를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제국을 

새로운 대안적 체제로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14) 만주국의 

수도, 신징(新京. Hsinksing, 오늘날 장춘)에 도착했을 때 듀보이스는 

‘남만주철도주식회사(South Manchuria Railways Company)’의 

총재였던 마츠오카 요스케(松岡 洋右, Matsuoka Yosuke)를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된다.15) 남만주철도회사는 철도뿐만 아니라 많은 

자회사를 거느린 유사 정부기업으로서 일본의 만주침략을 기획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16) 요스케는 국제연맹이 만주 반환을 요구하자 

일본 대표로서 탈퇴를 주도하고 1940년 일본제국의 외무대신이 되어 

‘대동아공영권’을 주창한 인물이었다.17) 듀보이스는 요스케를 만주 

지역의 식민주의적 기획을 총괄하는 “남만주철도회사의 총재이며 

자신의 손에 삼천만 명의 운명을 쥔 총독이자 수장”으로서 묘사하면서, 

그런 높은 직위와 큰 책임을 진 그가 자신과의 대화 시간을 할애한 것은 

자신이 권력과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세계 유색인 국민의 발전과 

독립에 관심이 있는 유색인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18) 요스케는 

일본이 어떤 점에서는 가장 공산주의적 근대 국가라고 주장하면서 

일본인은 재산에 대한 개인 소유 의식이 강하지 않고 모든 부에 대한 

공동소유의 관념이 강하며 공동선을 위해서 희생하려는 의지가 많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호응하여 듀보이스는 혁명 없이 봉건제로부터 

산업주의로 일본을 변형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일본인들이 혁명 

없이도 사적 이익을 공공복지로 대체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 수 있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이러한 요스케와의 대화는 듀보이스가 만주국을 

남만주철도회사의 주도로 건설되고 있는 (사회주의적 전망에 기초한) 

14) Du Bois, Dusk of Dawn, p. 161; W. E. B, Du Bois, The Correspondence 
of W. E, B. Du Bois, Selections, 1934-1944 (Amhe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1976), p. 137. 듀보이스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서 
10일, 만주국에서 1주일, 중국 상해에서 10일, 그리고 일본에서 2주를 보내
게 된다. 그러나 그가 남긴 두 기록에는 여행 일정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15) W. E. B, Du Bois, Pittsburgh Courier (February 13, 1937).

16) 프라센지트 두아라,「제국주의와 민족국가: 일본과 만주국」, 『만주연구』, 
2집(2005), 29-45쪽 참조.

17) 이후 요스케는 일본-독일-이탈리아 간의 삼국 동맹을 성사시켰고 1941년 
소련-일본 중립조약의 체결을 이끌었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 이후 
전범으로 재판을 받던 중 감옥에서 죽었다. 

18) Du Bois, Pittsburgh Courier (February 1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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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형태의 반자본주의적인 체제로서 볼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만주국 이곳저곳을 탐방하면서 듀보이스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나는 만주국이 독립국인지 일본의 식민지인지와 관련된 

문제를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무시하였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본이 만주국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였다…. 국민 다수를 

노예 상태와 빈곤으로 격하시켰는가? 토지를 약탈하고 자연자원을 

독점하고 있는가? 만주국 국민은 자신의 영토에 해외 강대국을 가진 

결과로 더욱 행복한가 아니며 더 불행한가?”19) 1주일의 탐방이 끝난 

후, 듀보이스는 만주국이 백인 유럽의 통제 아래 있는 아프리카나 

서인도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결론을 내렸다. 만주국 국민은 행복해 

보였고 실업은 존재하지 않았다, 공적 평화와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 

만주국에서 린치란 생각할 수도 없었다. 법과 질서는 공평하게 

적용되었다. 인종적 카스트나 피부색 카스트는 없었다. 정부 행정으로의 

토착민의 통합과 사회적 재적응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만주인들은 

차별받지 않고 고위관직, 경찰과 학교, 공공 서비스의 영역에서 일하고 

있었다. 전체 복지를 위한 정부 소유 기업 그리고 사적 자본에 대한 

공적 통제와 조절이 존재하였다. 건강ㆍ교육ㆍ도시계획ㆍ주거ㆍ소비자 

협동조합 등 사회적 목적을 위한 서비스도 발전하고 있었다. 

듀보이스는 일본의 만주국을 인종적 평등이 구현된 이상적 식민지이자 

자본주의의 사적 소유의 폐해와 무정부성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체제를 가진 다인종 공동체로서 인식하였다. 그는 만주국을 떠나면서 

유색인 국가의 식민주의적 기획은 백인 유럽의 경우에 항상 수반하는 

카스트ㆍ착취ㆍ종속이 필요하지 않는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만주국의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일본제국에 대한 듀보이스의 믿음은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더욱 강화되었다. 우선 중국 상해에서의 체험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20) 그는 유럽 제국의 조차지들이 있는 상해에서 

중국의 자연자원을 장악한 유럽 자본의 폐해와 함께 미국 남부에서나 

볼 수 있는 백인과 유색인 사이의 인종적 위계관계를 보게 되었다. 

19) Ibid.

20) W. E. B, Du Bois, Pittsburgh Courier (February 2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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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험은 그가 가졌던 중국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강화하게 

되었다. 듀보이스는 상해의 중국인 지도층들과 인종적ㆍ사회적 문제에 

토론하면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우려를 표명하였다. “세계대전 이후 

당신들은 유럽의 지배로부터 정치적으로 벗어나고 있습니다. 적어도 

부분적으로. 그러나 유럽 자본의 지배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당신들 노동계급의 진보는 어떻습니까? 왜 당신들은 

일본이 아니라 영국ㆍ프랑스ㆍ독일로부터 더 큰 고통을 받았는데 

일본을 유럽보다 더욱 증오합니까?” 그는 자신의 우려를 해소할 

어떤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다고 생각하였다. 이후 듀보이스는 중국 

상해에서 일본으로 바로 입국하였다. 이러한 여행 경로는 조선을 거쳐 

가는 통상의 방식과는 달랐다. 식민지 조선은 어떠한 언급도 없었던 

점을 보아 처음부터 듀보이스의 관심 대상이 아니었던 것 같다. 이것은 

일본제국에 대한 그의 믿음을 강화하는 두 번째 요소가 되었다. 식민지 

조선이 빠진 여행 경로는 듀보이스가 유럽 제국주의에 비견할 일본 

제국주의의 폭력적 양상을 볼 기회를 빼앗았기 때문이다.21)

만주국과 중국 상해를 거쳐 일본에 최종적으로 도착했을 때, 듀보이스는 

기대하지 않았던 일본 정부의 귀빈 대접에 큰 감동을 받았다. 어떠한 

공식 직함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관과 비정부 기구가 동원되었고 

그를 위한 세밀한 탐방 일정을 마련하였다.22) 외무성은 듀보이스를 

환영하는 ‘게이샤 파티(geisha party)’를 개최하였고, 해군성은 

몇 년 후 진주만 기습에 참여하게 될 요코스카(Yokosuka) 군항의 

연합함대를 순시하는 특권을 누리게 해 주었다. 유사 정부 기관인 

‘국제문화관계협회(Society for International Cultural Relations)’는 

가부키 공연 파티를 통해서 그를 예우하였고, 다양한 일본의 명사 

클럽들은 환영 오찬이나 만찬회를 열었다. 듀보이스는 일본 대학들을 

돌면서 현재의 국제 정세속에서 일본의 역할과 미래에 관한 강연을 

하였고, 도쿄 제국대학에서는 자신의 저작이 진열된 도서관을 

21) Lee, “The Paradox of Radical Liberation”, p. 523.

22) Taketani, The Black Pacific Narrative, pp. 15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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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하기도 하였다.23) 이러한 열렬한 환대를 일본이 암묵적으로 자신을 

1200만 미국 흑인의 대표자로서 간주하고 미국 흑인과의 인종적 

연대를 보여주려 한 것으로 듀보이스는 해석하였다.24) 그러나 사실상 

일본 정부의 의도는 이와 달랐다. 듀보이스를 ‘흑인 형제’가 아니라 

‘서구’에서 방문한 저명한 지식인이자 언론인으로서 간주하고 만주사변 

이후 자국에 대한 서구의 부정적 여론을 불식시키려는 노력으로써 

환대했던 것이었다. 러일전쟁 때부터 시작된 이러한 문화적 상호 

오역의 과정은 듀보이스가 백인의 세계 지배에 도전하고 인종 평등을 

실현하려고 분투하는 ‘상상된 일본’을 창출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듀보이스는 이제 일본이 서구 자본주의 문명에 맞서 새로운 

‘세계혁명’을 이끌어야 할 역사적 사명이 있다고 주장하였다.25) 과거 

유럽의 노예 상태로부터 세계를 구원했듯이 자본의 노예 상태로부터 

세계를 구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과거 자신의 체제를 혁명 

없이 산업화할 수 있었으며 아시아에서 백인 유럽의 침략을 막고 

백인의 세계 지배에 균열을 불러왔다. 그러나 이제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듀보이스는 일본 산업이 거대 자본가 

집단에 통제를 받고 있지만 그들의 패권은 유럽 국가처럼 크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듀보이스는 다음과 같이 반문하였다. “근대 세계의 다른 어디에서, 

일본인들처럼 그렇게 지적이고, 그렇게 규율 있으며, 그렇게 청결하고 

꼼꼼하며, 그렇게 인간의 선과 악에 대한 본능적 의식이 있는 국민이 

있는가? 어디에서 세계는 사적 소유가 아니라 복지에 기초한 산업을 

향한 지도력을, 그리고 국민 다수를 포함하는,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수행되는 민주주의를 향한 지도력을 찾을 수 있는가?…일본이 과거에 

하였다. 일본은 미래에도 할 수 있다.”

일본이 1937년 7월 노구교사건을 빌미로 중국을 침략하고 독일 및 

23) “Photos of W. E. B. Du Bois in Japan”, the New Centennial Review, 12-
1(2012), pp. 227-232.

24) Kearney, “The Pro-Japaese Utterances of W. E. B. Dubois”, p. 209.

25) W. E. B, Du Bois, Pittsburgh Courier (March 2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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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와의 삼국 동맹을 결성한 사건도 일본제국에 대한 듀보이스의 

인식을 바꾸지는 못하였다. ‘백인과 비백인의 대결’이라는 이분법적 

국제 정세 인식에서 다시 정당화되었다. 중국은 오랫동안 자신의 

변방에 있던 일본의 지도력을 인정하기보다는 영국의 ‘쿨리(coolies)’가 

되기를 원한다. 따라서 일본은 자신과 중국을 보호하고 백인의 세계 

지배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유럽 제국에 굴종하는 중국을 침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26) 그러면서 듀보이스는 다시한번 중국이 

일본과 평화를 추구하고 인도와 단결하여 백인 유럽을 아시아로부터 

몰아내기를 간절히 요청하였다. 다른 한편 삼국 동맹은 유색인의 

국제적 옹호자가 인종주의자인 히틀러와 함께한다는 것에서 많은 

미국 흑인들에게 당혹감을 주었다.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는 얼마 전 

아프리카의 유일한 독립 국가였던 아비시니아(오늘날의 에티오피아)를 

침공하여 식민화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듀보이스는 자기방어를 위한 

일본의 현실주의적 선택에 불과하다고 옹호하였다. 일본을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품으로 들어가게 한 것은 근본적으로 미국ㆍ영국ㆍ프랑스 

등의 인종주의적 태도였다. 일본은 영ㆍ미와 동맹을 추구했으나 

거절당하여 어쩔 수 없이 나치 독일 및 파시스트 이탈리아와 동맹을 

맺게 되었다는 것이다.27) 

듀보이스는 다가오는 전쟁이 파시즘 대 반파시즘, 전쟁 대 평화 사이의 

대결이라는 미국 정부와 주류 사회의 선동에 미국 흑인들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일본은 백인의 세계 지배의 희생자이고 전쟁의 

진정한 의미는 피부색 차별에서 비롯된 인종 전쟁이며, 전쟁의 궁극적 

책임은 영국ㆍ프랑스ㆍ미국ㆍ독일ㆍ이탈리아 등 백인 유럽 제국에게 

있다는 것이다. 미국 의회로부터 일본 정부의 자금을 받는다는 의심까지 

받았지만, 듀보이스는 끝까지 일본제국의 비판과 미국 정부의 지지를 

거부하였다.28)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전쟁의 

26) Kearney, “The Pro-Japanese Utterances of W. E. B. Dubois”, p. 211; 
W. E. B, Du Bois, Pittsburgh Courier (September 35, 1937). 

27) W. E. B, Du Bois, “The Meaning of Japan(1937)”, The New Centennial 
Review, 12-1(Spring, 2012), pp. 243-244. 

28) W. E. B. Du Bois, The Correspondence of W. E, B. Du Bois, Selections, 
1934-1944, p. 147, 185,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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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을 유럽의 아시아 지배 욕망과 인종적 선입견 탓으로 돌렸고 이에 

대항해서 싸운 일본은 절대적으로 옳았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우월한 

일본 인종의 지배라는 아시아적 카스트제도로 유럽의 것을 대체하려고 

했다는 게 문제였다는 것이다.29)

 

Ⅲ. 블랙 애틀랜틱(Black Atlantic)과 

블랙 퍼시픽(Black Pacific) 담론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듀보이스의 일관된 옹호는 당황스러운 

‘일탈’ 또는 ‘실수’가 아니라 여러 요인의 복합적 결과라는 듀보이스 

연구자들의 합의가 존재한다. 연구자들이 지적한 주요한 요인 하나는 

일본 정부가 미국 거주 일본인들을 이용하여 수행한 적극적 선전 

활동이다.30) 이러한 선전 활동은 만주침략에 따른 미국과의 외교 

마찰과 국제연맹 탈퇴에서 비롯된 국제 여론의 악화에 대응해서 일본의 

국제문화관계협회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1936년 듀보이스가 공식 

직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주국과 일본에서 국가 귀빈의 대접을 

받으며 탐방과 강연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들 기관의 도움 때문이었다. 
31)그러나 일본 정부의 선전 활동이 없었다 하더라도 일본제국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한 듀보이스의 사상적 측면이 있었다. 앞에서 

언급했듯 최근 듀보이스 연구자들은 ‘아프로-오리엔탈리즘’, ‘트랜스-

퍼시픽 반인종주의’ ‘블랙-퍼시픽 내러티브’ 같은 용어들을 사용하여 

이러한 듀보이스의 사상적 측면을 파악하려 하였다. 이러한 용어들은 

29) W. E. B. Du Bois, the Chicago Defender (August 25, 1945).

30) David Levering Lewis, W. E. B. Du Bois: the Fight for Equality and 
the American Century, 1919-1963 (New York: Owl Books, 2000), pp. 
390–392; Kearney, “The Pro-Japanese Utterances of W. E. B. Dubois”, 
p. 211; Lee, “The Paradox of Radical Liberation”, p. 521; Mullen, Afro-
Orientalism, p. xvii, xxxvii, xxxviii; Taketani, The Black Pacific Narra-
tive, p. 155

31) 그러나 이러한 선전의 주된 대상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다수 
연구자는 일본 정부가 미국 흑인 지식인들을 특정하여 우호적인 여론을 창출
하려고 했다고 보고 있으나 일부 연구자는 서구 지식인 일반을 대상으로 했다
고 반론을 펼치고 있다. 즉 듀보이스가 국가 귀빈 대접을 받은 것은 ‘흑인’ 지
식인이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미국’ 지식인이기 때문인지가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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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보이스에게 국한되지 않고 아프리카계 디아스포라가 동아시아 지역과 

맺은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를 검토하기 위해서 고안된 개념들이다.

이러한 트랜스-퍼시픽 연구는 흑인 지성사에서 최근 풍부한 연구 

성과를 낳으며 두각을 보이는 ‘블랙 인터내셔널리즘’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32) 블랙 인터내셔널리즘이 무엇인가라는 

개념 정의와 관련된 논란이 있지만, 이들 연구가 저명한 문화이론가인 

길로이(Paul Giroy)의 기념비적인 연구, 『블랙애틀랜틱(The Black 

Atlantic: Modernity and Double Consciousness , 1993)』의 

문제의식을 출발점으로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들 연구는 다양한 

지역 출신의 아프리카계 디아스포라가 유럽ㆍ아메리카ㆍ아프리카의 

대서양 커넥션을 통해서 창출했던 전간기의 국제적 협력 관계를 

추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발전한 흑인 급진주의와 

‘범아프리카주의가 어떠한 방식으로 ‘서구적 근대성’에 도전하면서 그 

대안을 제시했는지에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최근 나타나고 있는 

블랙인터내셔널리즘 연구의 한계는 대서양 커넥션을 통한 유럽 (백인) 

주류 사회와의 상호작용에 배타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아프리카계 

디아스포라의 정체성 형성에서 미친 다른 지역들의 영향을 사실상 

32) 블랙인터내셔널리즘 연구 관련 중요한 단행본 저작은 다음과 같다. Brent 
Hayes Edwards, The Practice of Diaspora: Literature, Translation, and 
the Rise of Black Internationalism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03); Michelle Ann Stephens, Black Empire: The Masculine Global 
Imaginary of Caribbean Intellectuals in the United States, 1914-1962 
(Duham & London, Duke UP: 2005); Michael O. West ed., From Tous-
saint to Tupac: The Black International since the Age of Revolution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9); Roderick 
Bush, The End of White World Supremacy: Black Internationalism and 
the Problem of the Color Line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2009); Minkah Makalani, In the Cause of Freedom: Radical Black In-
ternationalism from Harlem to London, 1917-1939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11); Bénédicte Ledent and Pilar 
Cuder-Domínguez eds., New Perspectives on the Black Atlantic: Defi-
nitions, Readings, Practices, Dialogues (Bern, New York: Peter Lang,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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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하고 있다는 점이다.33)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2004년에 출간된 멀른(Bill V. Mullen)의 

『아프로-오리엔탈리즘』은 기존의 대서양 중심적 접근에서 벗어나 

동아시아가 급진적인 미국 흑인 지식인들에게 미친 지정학적 

영향에 주목한 선구적 연구이다.34) 멀른에 따르면 1905년 러일전쟁 

직후부터 듀보이스는 동아시아의 반식민주의 투쟁과 범아시아주의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자신의 범아프리카주의를 발전시켜나갔다. 

따라서 멀른은 동아시아에 대한 듀보이스의 저작을 검토하지 

않으면 그의 전체 사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의 

범아프리카주의가 문화주의적 인종학(rac io logy)에서 벗어나 

마르크스주의 방법론에 기초하게 되는 변화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멀른에 따르면, 일본제국을 옹호한 

듀보이스의 ‘정치적 오판’은 그가 19세기 미국 흑인 지식인들의 

‘아프리카중심주의(Afrocentrism)’로부터 물려받은 낭만주의적 

인종주의의 영향 때문이었다. 낭만주의적 인종주의는 아프리카 및 

아시아의 (정신)문화를 유럽의 (물질)문명과 대립시키고 전자를 더 

우월한 것으로 간주하는 문화주의적 인종학(raciology)에 기초하고 

있었다. 듀보이스는 문화주의적 인종학에서 중국과 일본의 대립을 

가족 구성원(형제) 간의 갈등으로 부차화하고 아시아의 해방을 위한 

투쟁으로 일본의 중국침략을 정당화하였다.35)  

멀른은 듀보이스가 전후 자신의 ‘실수’에 대한 반추와 성찰을 통해서 

제국주의ㆍ인종ㆍ자본주의에 대한 역사 유물론적 분석으로 나아갔다고 

주장한다.36) 동아시아에 대한 듀보이스의 저작이 그의 지적 발전에서 

일어난 ‘인식론적 단절’을 명확히 보여준다는 것이다. 듀보이스는 

33) Laura Chrisman, “Whose Black World Is This Anyway? Black Atlantic 
and Transnational Studies after The Black Atlantic”, New Perspectives 
on the Black Atlantic, pp. 23-59; Andreas Eckert, “Bringing the “Black 
Atlantic” into Global History: The Project of Pan-Africanism”, Compet-
ing Visions of World Order, pp. 237-259.

34) Mullen, Afro-Orientalism, p. xi. 

35) Ibid., p. 23; Onishi, Trans-pacific Anti-racism, p. 83.

36) Mullen, Afro-Orientalism, p. xxxv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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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아프리카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결합을 추구하면서 인종적 순수성과 

아프리카로의 회귀를 추구한 가비의 인종 본질주의적 태도와는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 물론 듀보이스의 노력이 처음부터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전간기 듀보이스의 범아프리카주의는 반인종주의와 

반자본주의 정치의 결합을 추구하면서 일본(아시아)과 소련 사이에서 

불가능한 화해를 시도하였다. 그에게 일본은 백인의 세계 지배에 

도전하는 유색인의 지도자였고, 소련은 사적 소유를 공적 복지로 

대체하기를 추구하는 나라였다. 듀보이스의 충성은 양립 불가능한 

두 국가 사이에서 분열되어 있었다. 멀른에 따르면, 듀보이스의 두 

중심축인 일본와 소련의 긴장은 1945년 이후 마오쩌둥의 중국에 

대한 지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화해가 이루어졌다.37) 듀보이스는 

마 오 주 의 와  중 국  농 민 혁 명 의  사 례 를  통 해 서  자 신 의  새 로 운 

범아프리카주의와 아프리카 사회주의의 모델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멀 른 에  따 르 면 ,  아 시 아 에  대 한  듀 보 이 스 의  담 론 은  ‘ 아 프 로 -

오리엔리즘’의 전형을 보여준다. 아프로-오리엔탈리즘은 아시아에 

관한, 그리고 아시아를 통해서 형성된 미국 흑인 지식인들의 대항 

담론이다.38) 아시아와의 국제적 연대에 대한 정치적 상상은 듀보이스를 

포함한 리차드 라이트(Richard Wright), 로버트 윌리엄스(Robert F. 

Williams), 그레이스 리(Grace Lee)와 제임스 보그(James Boggs) 같은 

급진적인 미국 흑인 지식인들이 자신의 사상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물론 이들의 아시아 담론도 사이드(Edward Said)가 

통렬하게 비판했던 서구 오리엔탈리즘으로부터 아주 자유롭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아프로-오리엔탈리즘은 서구 오리엔탈리즘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자신의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또한 보여주었다. 멀른에 따르면 마르크스주의가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아프로-오리엔탈리즘은 

인종 본질주의적 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르크스주의를 

자의식적으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마르크스주의가 가진 서구 중심적 

37) Ibid., pp. 29-31.

38) Ibid., p. x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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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나 인종주의적 경향을 비판적으로 수정하였다. 멀른은 이러한 

아프로-오리엔탈리즘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서구 자본주의 근대성의 

대항 담론으로서 전복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과 미국 흑인 지식인들의 아시아 관련 저작에 관한 

‘아프리칸 스타디즈(African studies)’의 무관심이 이러한 전복적 

잠재력을 되살리는 데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멀른은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가로지르는 가교로써 아프로-오리엔탈리즘 

연구가 기능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유럽ㆍ미국ㆍ아프리카 사이의 

대서양 커넥션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블랙 애틀락틱’ 접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프리카ㆍ아시아ㆍ북미 사이의 퍼시픽 커넥션을 

강조하고 아프리카와 아시아, 제1세계와 제3세계, 동양과 서양의 

경계를 해체하는 ‘전략적 반본질주의(strategic anti-essentialism)’를 

제안한다.39) 

멀른의 용어, 아프로-오리엔탈리즘은 비서구 사회들의 상호 관계와 

상호 소통을 굴절시키는 서구의 지적 헤게모니(오리엔탈리즘)를 

환기한다는 점에서 즉, 아프리카계 디아스포라와 아시아인 사이에 

국제적 연대가 이론적ㆍ인식론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잘 전달하는 

개념적 힘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월경을 막는 서구 중심적인 

시간(시대구분, 진보, 근대성)과 공간(민족, 문화, 문명) 범주와 개념들에 

대한 이론적ㆍ인식론적 검토를 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아프로-오리엔탈리즘 용어가 환기하는 성찰의 가능성을 멀른의 

연구는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아프로-오리엔탈리즘이 서구 

자본주의 근대성의 문제와 관련해서 가지는 대안 담론적 성격을 

규명하는 데 더 큰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아프로-오리엔탈리즘의 대항 

담론적 성격에 핵심을 이루는 것은 마르크스주의의 반인종주의적 및 

반식민주의적 재구성이다. 오랫동안 불화 관계였던 범아프리카주의 

또는 블랙내셔널리즘과 마르크스주의의 화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의 재구성을 지칭하기 위해 흑인지성사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해 온 ‘블랙 마르크스주의’나 ‘흑인 급진주의’ 같은 

39) Ibid., 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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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와 의미상 별반 다르지 않다.40) 이들 사상에서 아시아가 가지는 

지정학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오니시(Yuichiro Onishi)의 ‘트랜스-퍼시픽 반인종주의’는 멀른의 

‘블랙오리엔탈리즘’과 마찬가지로 반인종주의 투쟁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일본인의 트랜스-퍼시픽 접촉을 

검토하는 데 관심이 있다. 오니시도 ‘트랜스-퍼시픽 반인종주의’의 

상징적 인물로 듀보이스를 제시하고 있으나, 아시아 전체와의 관련성에 

관심이 있던 멀른과 달리 자신의 논의를 일본과 오키나와에 집중한다.41) 

오니시는 듀보이스의 친일이 아무리 큰 판단 실수라 할지라도 그가 

일본의 유토피아적 이미지를 통해서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정치적 

동맹의 새로운 형태를 상상하였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더욱 세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에 따르면 일본제국과의 연대에 대한 

상상은 듀보이스가 서구 자본주의 근대성의 주류적 해석에 도전하는 

‘세계 역사에 대한 아프로-아시아 철학’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고 자신을 흑인 급진주의와 국제주의 이론가로서 변모하는 데 

이바지하였다.42) 듀보이스는 백인의 세계 지배에 맞서는 전 지구적 

유색인 연대를 모색하는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을 구체화하였다. 그러나 

오니시는 듀보이스의 이러한 시도가 결국 실패하였다고 평가한다. 

오니시에 따르면, 미국 백인 주류 사회에 대한 미국 흑인 지식인들의 

‘친일적 도발(pro-Japan provocation)’은 1920년대 중반 사려졌다가 

1930년대 듀보이스의 저작에서 재출현하였다. 당시 많은 진보적 

흑인 지식인들은 루스벨트 정부의 뉴딜이 인종 평등을 가져올 것이라 

믿었다. 이들은 계급적 쟁점에 더 관심을 두고 1936년 결성되어 

인종 평등주의를 옹호하며 급진적 노동조합주의를 추구했던 ‘산업별 

노동조합 회의(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 CIO)’를 

지지하였다.43) 그러나 듀보이스는 자본주의가 자신의 계급 체제를 

40) Cedric J. Robinson, Black Marxism: The Making of the Black Radical 
Tradition (London and New Jersey: Zed Books Ltd, 1983).

41) Onishi, Trans-pacific Anti-racism, pp. 1-5.

42) Ibid., p. 6.

43) Ibid., p.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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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는데 인종 차별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인종 쟁점의 

중요성을 여전히 옹호하였다. 계급 착취로부터의 해방은 인종주의의 

극복 없이는 성취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듀보이스는 뉴딜과 CIO가 

인종 평등을 실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공황 이후 더욱 힘들어진 

흑인들의 빈곤한 삶을 개선하지도 못하리라 판단하였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가졌던 통합주의적인 입장을 포기하고 미국 흑인들만의 

상호협력적 경제공동체 창출을 추구하면서 ‘자발적인 자기 분리(self-

segregation)’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44) 그리고 미국 흑인의 해방이 

세계 유색인의 해방과 맺는 밀접한 관계를 더욱 강조하였다. 그는 

1936년 만주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일본제국의 범아시아주의 정책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오니시는 듀보이스가 백인 유럽의 지배를 극복할 

수 있는 제3의 길을 찾고 있었고 일본제국의 만주국에서 그 희망을 

보았다고 지적하였다. 

듀보이스가 아프로-아시아 철학을 통한 제 3의 길을 발전시키는데 

앞에서 언급한 남만주철도주식회사의 총재 요스케와의 만남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45) 듀보이스는 요스케를 주인공으로 삼아 일본제국을 

인종주의와 제국주의에 투쟁하는 불굴의 영웅이자 유색인의 국제적 

지도자로 묘사하는 ‘로망스 신화(mythos of romance)’를 구성하였다. 

로망스 신화는 인종 평등의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를 창출하기 위해서 

요스케의 주도로 일본제국이 국제연맹을 떠나는 것에서 이야기의 

절정에 도달한다. 요스케는 유색인들의 인종 반란을 이끄는 행동력과 

결단력을 가진 남자로서 일본제국을 상징한다. 요스케의 결의는 

전 세계 유색인들에게 모범적이고 교훈적인 영감의 대상이 된다. 

국제 연맹을 떠나는 결정적 순간의 형상화를 통하여 인종 장벽을 

부수는 일본제국의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일본의 만주 식민화는 

백인 유럽의 종속에서 벗어나는 세계사의 결정적 사건이자 역사의 

도약으로써 평가된다. 오니시는 요스케와 같은 일본의 제국주의 

정책을 설계했던 남성 정치인의 영웅화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러한 

듀보이스의 로망스 신화가 일본제국을 지지했던 그의 사상과 방법론의 

44) Ibid., p. 59.

45) Ibid., p.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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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잘 드러낸다고 주장하였다. 듀보이스가 남성 정치인의 

영웅화를 국제적 연대감 창출의 토대로 삼으면서 일본 제국주의의 

남성주의적ㆍ군국주의적 정치를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암묵적으로 

이성애적 정상성과 가부장적 젠더 역할을 정당화했다는 것이다.46) 

그런데 이러한 오시니의 설명은 멀른의 주장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멀른은 일본제국에 관한 잘못된 지지에 대한 숙고와 성찰로 듀보이스의 

인식론적 단절과 마르크스주의로의 전환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오시니는 오히려 일본제국과 만주국의 영향으로 그가 새로운 대안적 

사고를 발전시켰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2014년 

『블랙 퍼시픽』을 쓴 타케타니(Etsuko Taketani)는 멀른의 주장이 

결과에 꿰맞춘 목적론적 설명에 불과하다고 반론을 제기한다.47) 멀른이 

말한 인식론적 단절은 없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연속성이 존재한다. 

타케타니에 따르면 전간기 일본제국과 소련을 동시에 옹호하고, 전후 

마오쩌둥의 중국을 지지하는 듀보이스의 모순된 양상을 이해하는데 

발생하는 어려움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인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정학적 인식에서 만주 지역은 

부재하고 삭제되어 존재한다. 그러나 타케타니에 따르면 만주 지역은 

전간기 국제적 갈등의 원천이자 듀보이스에게 새로운 형태의 사회주의 

실험장으로 인식되었던 곳이다.48) 

타케타니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창출한 괴뢰국가로서의 만주국이라는 

지배적 이해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만주국의 ‘대항 문화적 

기억(countercultural memories)’을 듀보이스가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일본의 만주국 건설이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 아니라 요스케로 

대표되는 남만주철도주식회사의 식민지 기획이라고 생각하였다. 

일본 본국에서 주변적 위치에 있었던 과거 사회주의나 마르크스주의 

이념에 심취했던 정치인이나 지식인들이 남만주철도회사에 다수 

참가하고 있었고 이들은 유색인 연대에 대한 듀보이스의 호소에 

46) Ibid., p. 92.

47) Taketani, The Black Pacific Narrative, p. 151.

48) Ibid., p. 158,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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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공감하였다.49) 요스케와의 대화에서 고무된 듀보이스의 만주국 

인식은 일본 군국주의자가 통치하는 아우타르키적 지역 제국이 

아니라 백인 세계 지배와 피부색 차별에 도전하는 새로운 사회주의적 

형태의 범아시아주의에 대한 판타지였다. 다시 말해서 멀른의 설명과 

달리 듀보이스가 자신의 범아프리카주의 모델로 먼저 삼았던 것은 

일본제국의 만주국이었다. 따라서 전후 듀보이스를 포함해서 미국 흑인 

급진주의 지식인들에게 새로운 상상력을 제공했던 마오쩌둥의 중국은 

이러한 전간기 일본제국 서사의 대립물이 아니라 그 연장선에 있었다.

타케타니가 말하는 ‘블랙퍼시픽 서사(black pacific narrative)’는 

태평양에 관한 미국 흑인 서사의 문화적ㆍ문화적 생산물이다.50) 

블랙퍼시픽 서사는 일본제국에 대한 듀보이스의 담론처럼 미국 주류 

사회의 기억과는 배치되는 미국 흑인들의 대항 문화적 기억을 담고 

있다.51) 타케타니는 미국 9.11 사건이 일어났을 때 미국 주류 사회는 

진주만 공습의 기억을 떠올렸지만, 상당수 미국 흑인들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투하의 기억과 연결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미국 

흑인의 문학과 저작들에는 이처럼 동아시아에 관한 주류 사회의 

기억과는 다른 대항 문화적 기억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1905년 

러일전쟁에 대한 반응으로 처음 생산되기 시작해서 미국이 필리핀의 

식민화와 함께 태평양의 새로운 해양 제국으로 등장하고, 태평양이 2차 

세계대전의 중요한 무대가 되면서 블랙퍼시픽 서사는 번창하게 되었다. 

타케타니는 베네딕트 앤더슨의 논의를 활용하여 이러한 블랙 퍼시픽 

서사가 일종의 상상 공동체를 형성했다고 주장한다. 블랙퍼시픽 서사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태평양 연안의 유색인들 특히 아시아인들과 

공동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소속감을 창출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타케타니에 따르면, 지금은 망각 된 이러한 전간기 블랙퍼시픽 

서사의 연구는 동아시아에 대한 지정학적 이해를 새롭게 재구성하는 

동시에 대서양 중심의 ‘블랙애틀랜틱’ 담론을 해체하고 아프리카계 

디아스포라의 정체성 형성에 미친 동아시아의 중요성을 드러낼 수 

49) Ibid., p. 164; Onishi, Trans-Pacific Anti-racism, p. 76.

50) Taketani, The Black Pacific Narrative, p. 6.

51) Ibid.,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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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52)

그러나 타케타니의 ‘블랙퍼시픽 서사’는 듀보이스가 창출한 ‘상상된’ 

일본제국을 대항 문화적 기억의 재구성이라는 차원에서 서술하면서 

이를 미화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듀보이스의 대항 기억의 진실성, 즉 

만주국이 일본인 좌파 자식인들이 다수 참여했던 남만주철도회사에 

의해서 추구된 새로운 사회경제적 실험장이었는지 여부는 이 논문이 

다룰 수 있는 주제가 아니다. 다만 타게타니가 인식론적 단절을 

강조하는 멀른의 주장을 비판하고 대신 연속성을 옹호하면서도 

일본제국과 소련을 대립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었던, 또는 전간기 

일본제국의 만주국과 전후에 마오쩌둥의 중국을 새로운 대안 체제로 

연속적으로 파악한, 듀보이스의 이론적ㆍ인식론적 전제가 무엇인지는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타케타니는 듀보이스가 만주국을 

‘아우타르키 지역 제국’이 아니라 ‘모종의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국가’로 간주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둘 사이는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니다. 이점은 당시 듀보이스가 가졌던 사회주의 개념과 관련된다. 

듀보이스는 당대의 지배적인 사회주의 개념을 공유하고 있었고, 이러한 

개념에 기초하여 일본제국의 만주국, 스탈린의 소련, 마오쩌둥의 중국 

등을 이해했으며 자신의 범아프리카주의와 아프리카 사회주의를 

발전시켜나갔다. 이 연구는 제임스와의 비교를 통해서 이 점을 드러낼 

것이다. 제임스는 듀보이스가 공유했던 지배적인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한 연구자가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Socialism from Below)’라고 부른 

개념을 발전시켰고, 이를 통해서 듀보이스의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이론적ㆍ인식론적 가능성을 제공하였다.53) 

이와 연관해서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의 ‘트랜스-퍼시픽’ 또는 ‘블랙 

퍼시픽’ 같은 용어가 전달할 수 있는 잘못된 의미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용어의 사용은 ‘트랜스내셔널한 것’이나 ‘글로벌 한 것’을 

지리적ㆍ공간적 경계를 넘나드는 이동이나 접촉으로 단순화시킬 위험이 

52) Ibid., pp. 26-27.

53) David Camfield, “The Two souls of C. L. R. James’s Socialism”, Critic: 
Journal of Socialist Theory, 30-31(2009), pp. 15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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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글로벌 연구’나 ‘트랜스내셔널’ 연구 같은 기존의 주류 학문은 

이동하고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과 활동들에만 초점을 두면서 특정 

장소에 남아 있거나 속박된 사람과 활동들을 주변화하거나 망각한다. 

또한, 전자를 탈근대적이고 트랜스내셔널한 것이며 후자를 근대적이고 

내셔널한 것으로 시공간을 분리한다. 이러한 이분법은 특정한 장소에 

기초한 서벌턴 정치도 다양한 커넥션과 루트 속에서 협상을 통해 

생산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54) 그러나 제임스는 아이티혁명을 

설명하면서 흑인 노예들이 자신의 섬을 떠나 본 적이 없지만 어떻게 

프랑스 민중과의 트랜스-애틀란틱 네트워크 속에서 노예해방 투쟁을 

전개했는지 보여준다.55) 또한, 제임스는 동아시아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지만 트랜스-퍼시픽 네트워크 속에서 자신의 정치 활동을 

전개하였고, 일본 제국주의를 강도 높게 비판하지만 동시에 인종이나 

문명 범주의 경계를 넘어서 동아시아와의 국제적 연대를 사고할 수 있는 

이론적ㆍ인식론적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점은 듀보이스와 함께 

제임스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트랜스-퍼시픽 연구와 관련하여 지적할 것은 식민지 조선에 

대한 이중의 누락이다. 듀보이스는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많은 글을 

남겼지만, 식민지 조선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고 이러한 누락에 

관한 비판적 연구도 없다. 그러나 누락에 대한 분석은 듀보이스의 

사상이 가진 중요한 한계를 파악할 기회를 준다. 듀보이스는 1950년 

한국전쟁 시기에 평화 운동 단체를 결성하고 미국의 한국전쟁 참전을 

인종주의와 식민주의의 장구한 역사를 통해 접근하면서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미국은 평화를 위해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말레이반도에서, 인도-차이나에서 그리고 아시아의 

다른 부분에서의 평화는 강대국이 자신의 정책과 요구를 약소국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는 한국에서의 평화를 

54) David Featherstone, Resistance, Space and Political Identities: The 
Making of Counter-Global Networks (Oxford: Wiley-Blackwell, 2008), 
pp. 3-4.

55) David Featherstone, “The Spatial Politics of the Past unbound: Trans-
national Networks and the Making of Political Identities”, Global Net-
works, 7-4(2007), pp. 43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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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한다. 그러나 어떤 해외 국가가 지시한 평화를 원하는 게 아니다.”56) 

왜 듀보이스는 한국을 식민화한 일본제국에 대해서는 이러한 비판을 

하지 않았을까? 듀보이스가 식민지 조선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니다. 그는 일본을 다룬 자신의 글에서 중국과 함께 한국이 일본의 

인종적ㆍ문화적ㆍ문명적 기원을 이룬다고 설명하고 심지어 일본이 

한국을 ‘모국(motherland)’으로 간주한다고 언급하였다.57) 그러나 

이러한 언급은 일본제국이 한국을 식민화한 것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된다. 중국이 자신의 모국과 같은 한국을 침범하였기 때문에 일본은 

중국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듀보이스의 

인종 개념이 생물학적 생득주의인가 아니면 문화적 구성주의였는가 

또는, 낭만주의적 인종학이었는가 아니면 역사 유물론적이었는가 

하는 논쟁은 정치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인종 갈등을 모든 적대의 

근본에 두는 듀보이스의 국제주의는 일본제국에 의해 민족주의적으로 

전유되어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데 손쉽게 이용되었다. 

  

Ⅳ. 동아시아와 제임스의 자율주의적 마르크스주의

듀보이스보다 한 세대 후의 인물인 카리브 출신의 제임스는 듀보이스와 

달리 아시아를 방문한 적은 없었지만, 아시아와의 국제적 연대는 그의 

사상 발전에 중요한 요소였다. 그가 태어나 30대 초반까지 청년기를 

보냈던 트리니다드는 아프리카계 외에도 인도계와 중국계가 각각 

인구의 30%와 10% 차지하는 다인종ㆍ다문화 국가였다. 그리고 그의 

첫 번째 부인은 중국계였다. 제임스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문필 활동을 

트리니다드 인도계 주민들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상징적 인물로서 

간디의 삶을 다룬 글로 시작하였다.58) 간디의 비폭력의 이론과 실천을 

옹호하는 내용이었다. 영국 식민 지배 아래 함께 고통받았지만, 

56) W. E. B, Du Bois, Protest and a Plea (New York: Council on African Af-
fairs, 1950).

57) Du Bois, “The Meaning of Japan”, p. 238.

58) Matthew Quest, “C. L. R. James’ Political Thought on India & Peoples 
of Indian Descent”, C. L. R. James Journal, 9-1(Winter/2002/2003), p.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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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니다드의 아프리카계와 인도계 사이에 인종적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다. 제임스는 간디를 통해서 인도계의 인종적 차별을 불식시키고 

서인도 국민으로서의 자각과 협력을 창출하려 하였다. 1932년 

영국으로 건너와 마르크스주의자가 되었을 때 아시아인과의 국제적 

협력은 본격화되었다. 제임스는 소규모 트로츠키주의 조직을 결성하고 

활동했는데 이 조직에는 인도계 지식인들이 참여하여 중요한 활동을 

하였다. 이들 가운데 한명은 인도가 독립한 이후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제임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기도 하였다.59) 제임스는 1935년 

아비시니아가 이탈리아 파시즘 체제의 침공을 받았을 때, 다른 

아프리카계 지식인들과 국제 조직을 창설하고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러한 반식민주의와 반제국주의 투쟁에서 당시 영국 

내에서 활동하던 인도 민족주의 단체들과의 적극적인 협력 활동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국제적 협력 활동을 통해서 제임스는 영국에서 

활동하던 인도 지식인들과 정치적 영향을 주고받았다. 그는 인도에서의 

독립 투쟁이 아프리카에서의 더욱 큰 반식민주의 반란을 촉발하게 될 

것이라 예상하였다.

제임스가 중국과 일본을 직접 다룬 것은 ‘코민테른(Comintern, 

Communist  Internat ional) ’에 관해서 1936년 쓴 자신의 책 

『세계혁명』에서였다.60) 이 저작은 중국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과 

중국혁명의 실패(1925-1927)를 분석하면서 트로츠키주의적 입장을 

충실히 따르고 있지만, 아시아와 관련된 제임스의 시각을 보여준다. 

제임스는 중국혁명에서 부르주아지(민족주의자)의 긍정적 역할에 

전망했던 스탈린을 비판하고 노동자와 농민의 자주성을 강조했던 

트로츠키의 정치적 입장에 동조하면서 중국공산당이 스탈린의 계급 

연합 정책을 받아들이고 민족주의 정당인 국민당에 자신을 정치적으로 

종속시켰다고 비판하였다. 이 때문에 장개석의 국민당은 손쉽게 

59) C. L. R. James, Autobiography, [Manuscript] no. 338, box 16, The 
C.L.R. James Collection, The West Indiana and Special Collections Di-
vision, The University of the West Indies, St. Augustine, Trinidad and 
Tobago.

60) C. L. R. James, World Revolution: The Rise and Fall of the Communist 
International (New Jersey: Humanities Press, 1993), pp. 229-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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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파업 투쟁과 농민들의 토지 분배 투쟁을 분쇄하는 반혁명을 

일으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제임스는 중국의 독립을 이끌었던 쑨원(Sun 

Yat-sen)을 결의에 찬 혁명가이자 의심할 바 없는 위대한 지도자라고 

존중을 표명하였지만, 그가 계급 연합에 기초해서 만든 국민당의 

미래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제임스는 오직 사회 혁명만이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중국을 해방할 수 있다고 믿었다.61) 일본이 장개석을 

군대를 패배시킬 수는 있겠지만, 무장한 혁명적 국민을 정복할 수 없다. 

사회 혁명을 통하여 토지를 가진 농민들과 공장을 소유한 노동자들은 

파시스트들이 자신의 나라를 침략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으리라 

전망하였다.

제임스는 미국 트로츠키주의 조직인 사회주의노동당이 ‘흑인 문제’와 

관련된 정치 활동을 요청했기 때문에 1938년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흑인 문제’란 백인의 인종 차별에 맞선 미국 흑인의 자주적 

투쟁을 의미하였다. 제임스는 미국 흑인과 노동계급 투쟁에 전 지구적 

관점을, 특히 아시아의 반제국주의 투쟁과 연관된 관점을 제공하려고 

노력하였다. 1939년 제임스는 「혁명과 니그로(Revolution and the 

Negro)」라는 글에서 남북전쟁 전 미국 남부 흑인 노예반란과 중국 

태평천국의 농민 봉기를 저항의 발전이라는 시각에서 병렬시켰다.62) 

일 년 후 흑인 문학가 라이트의 소설, 『토박이 소년(Native Son)』에 

대한 평론에서 주인공 흑인 소년 비걸 토마스(Bigger Thomas)의 

저 항 이  로 마  스 파 르 타 쿠 스 의  반 란 부 터  1 9 3 6 년  마 오 쩌 둥 의 

대장정까지 연결되는 전 지구적 차원의 투쟁에 기초해서 일어난 

것이라 주장하였다.63) 1944년 미국 노동자들의 국제적 과업을 윤곽 

짓는 논의에서 제임스는 소련과 유럽의 총파업 투쟁뿐만 아니라 

중국혁명(1925-1927)과 1936년 마오쩌둥의 대장정이 미래의 봉기에 

61) C. L. R. James, “Six Question to Trotskyist-And Their Answers”, Con-
troversy, 2-17(February, 1938).

62) C. L. R. James, “The Revolution and the Negro”, New International, 
5(December, 1939), pp. 339-343.

63) C. L. R. James, “Native Son and Revolution”, New International, 
6-4(May, 1940), pp. 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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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영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였다.64) 중국의 반제국주의 

투쟁은 미국 흑인들과 노동계급의 투쟁에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제임스는 일본제국이 유색인 인종의 지도자가 될 것이고 동양에서 

백인을 몰아낼 것이라는 흑인 민족주의자들에 맞서 그들이 주장이 

틀렸다고 반박하였다.65) 동양에서 필요한 것은 강한 일본, 즉 강한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라 강한 중국이었다. 자유롭고 독립된 중국이 

일본ㆍ영국ㆍ미국을 몰아낼 수 있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억압받는 

민중들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었다. 

제임스가 영국에서 아비시니아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펼칠 때부터 

일본제국의 판타지는 아프리카계 디아스포라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퍼져있었다. 일본제국이 이탈리아 파시스트 체제의 침략을 받은 

아비시니아와 군사동맹을 결성하고 백인 지배에 대항하는 전 

지구적 인종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강한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일본이 아시아의 제국주의 국가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비시니아는 

아프리카에서 유일한 독립 국가였지만 황제 하일레 셀라시에 1세(Haile 

Selassies)가 노예제도를 통해서 수백만 명의 주민을 착취하는 독재 

체제였다.66) 듀보이스의 일본 제국 서사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백인의 

세계 지배에 도전하는 유색인 제국의 판타지는 낭만주의적 인종주의에 

기초하고 있었다. 제임스가 1936년 런던에서 아이티혁명을 다룬 

《투생 루베르튀르》의 공연을 기획하게 된 동기 하나에는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67) 아프리카계 디아스포라의 투쟁이 자동으로 혁명적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제임스는 유색인 제국의 

엘리트주의적이고 인종 본질주의적 판타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64) C. L. R. James, “In the International Tradition”, New International, 
10-1(January, 1944), pp. 10-14.

65) C. L. R. James, “The Negro Question: Negroes and the Hitler-Stalin 
Pact”, Socialist Appeal, 3-65(5 September, 1939), p. 3.

66) 따라서 트로츠키주의자였던 제임스는 아비시니아를 이탈리아의 침략으로부
터 방어하는 동시에, 그 나라의 민주적ㆍ사회적 변혁을 고민해야만 하였다. 
Christian Hogsbjerg, “C. L. R. James and Italy’s Conquest of Abyssinia”, 
Socialist History, 28(2006), pp. 17-36.

67) 하영준, 「아이티 혁명의 트랜스내셜널한 기억과 흑인 급진 정치: C. L. R. 제
임스의 연극들에 대한 비교 연구」, 『서양사론』, 124호(2015), 185-1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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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아이티혁명을 동시대 아비시니아의 해방 투쟁과 연결하는 

기억의 정치를 추구하였다. 자주적 투쟁을 통해서 인종 평등의 독립 

국가를 건설한 흑인 노예반란의 기억은 아프리카계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을 혁명적이고 민주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데 중요하였다.

제임스는 중일전쟁과 난징대학살 이후에도 미국 흑인들 사이에서 

지속한 일본제국의 지지를 ‘판타지적이고 반동적인 것’으로 비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여기에 담긴 혁명적 성격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본 제국의 승리에 대한 흑인 대중의 열망은 미국 제국주의라는 자신의 

억압자가 가진 절대 권력을 파괴하고 싶은, 억압자의 자존심을 꺾고 

싶은 열망이라는 것이다. 제임스는 흑인의 인종적 순수성과 위대함을 

강조하는 가비의 태도를 히틀러의 나치주의와 연결하며 매우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가비주의 운동을 일찍이 본 적이 없었던 놀랄만한 정치적 

대중 운동이라고 평가하였다.68) 그리고 가비주의나 친일적 정서가 

미국에서 유대인을 할렘에서 쫓아내는 것과 같은 흑인 민족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수단으로 이용될 때도 여전히 진보적인 

계급적 토대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69) 경제적 도움을 청하는, 인종적 

굴욕감에 대한 위로를 원하는 대중의 정당한 분노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제임스는 설사 이러한 감정을 흑인 민족주의 광신도들, 흑인 

반유대주의자들, 이기적인 흑인 기업가들이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진보성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파시즘에 피난처를 

추구하는 사기 저하된 백인 소부르주아지의 불만과 혼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제임스는 미국 흑인은 압도적으로 노동계급과 농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등을 위한 투쟁이 미국 흑인 대중 운동의 중요한 

추동력이라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친일은 일본 제국주의를 

분석하고 일본 민중의 억압 상황을 비판할 기회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교정될 수 있는 ‘정직한 어리석음’이고, 흑인 대중은 자신의 

생활과 이익에 기초해서 억압받는 자들에 대한 국제적 연대감을 형성할 

68) C. L. R. James, “Marcus Garvey(1940)”, C. L. R. James, Scott McLemee 
ed., C. L. R. James on the ‘Negro Question’ (Jackson: University Press 
of Mississippi, 1996), pp. 114-115. 

69) C. L. R. James,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Negroes in America 
Society(1943)”, C. L. R. James on the ‘Negro Question’, pp. 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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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것이다. 

제임스가 일본제국에 대한 미국 흑인 대중의 지지를 비판적이지만 

호의적으로 평가했던 것과는 달리 소위 ‘민주적 제국주의’의 지지를 

호소했던 루스벨트 정부와 (흑인) 공산주의 지식인들은 무자비한 

투쟁의 대상이 되었다. 소련의 스탈린 체제는 1935년부터 반파시즘 

투쟁을 위해서 영국ㆍ프랑스ㆍ미국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연합, 즉 인민전선(Popular Front)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공산당의 

흑인 지식인들도 인민전선을 지지하면서 서유럽 국가들의 인종주의와 

식민주의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게 되었다. 그러나 제임스는 듀보이스와 

마찬가지로 2차 세계대전과 태평양전쟁을 민주주의, 자유, 평화를 

위한 투쟁으로 보는 지배적 시각을 거부하였다. 제임스는 루스벨트 

민주당 정부가 미국 흑인들이 파시스트 공격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흑인을 공격하는 자는 진정 누구인가 반문한다. 일본제국이 

아니라 미국 남부의 인종차별주의 민주당원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오늘날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은 파시스트의 잔혹한 고문을 당하고 

있지만, 과연 이들을 고문하는 자는 누구인가? 라고 제임스는 다시 

반문한다. 70) 일본이나 독일의 제국주의자가 아니었다. 이들은 

아프리카에 어떤 식민지도 갖고 있지 않았다. 공산당은 일본 정부가 

흑인 대중의 최악의 적인 히틀러와 무솔리니와 함께 추축국 동맹을 

결성했다고 비난하였지만, 추축국은 최악의 적이 아니라고 제임스는 

반박하였다71). 오히려 최악의 적은 아프리카 국민의 다수를 식민 

지배하는 영국ㆍ프랑스ㆍ벨기에 같은 ‘민주적 제국주의’ 국가였다. 

제임스는 거짓과 위선으로 흑인 대중을 죽음의 전쟁으로 밀어 넣고 

있다고 루스벨트 정부와 공산당을 고발하였다. 그러나 태평양전쟁을 

피부색 차별에 기초한 인종 전쟁으로 인식했던 듀보이스와는 달리 

그는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에 식민지 패권 전쟁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미국 흑인이 해야 할 일은 어느 제국주의자와 

한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국주의자와 투쟁하기 위해서 

70) C. L. R. James, Why Negroes Should Oppose the War (New York: Pio-
neer Publishers, 1939).

71) James, “The Negro Question: Negroes and the Hitler-Stalin Pact”,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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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ㆍ농민ㆍ황인ㆍ갈색인ㆍ백인과 단결하는 것이었다.

제임스는 점차 계급 중심주의적 입장에서 벗어나 인종 억압에 맞선 

흑인 투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갔다. 그는 조직 

노동 운동과 전위정당이 흑인 투쟁의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했던 

과거 자기 입장을 반성하면서 흑인의 투쟁은 “고유한 생명력과 독자적 

타당성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72) 독립된 흑인운동은 “조직된 노동 

운동이나 마르크스주의 정당이 지도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사회주의적 

이념이 아니라 민주적 권리라는 이름 아래 전개되더라도 “큰 힘을 

가지고 국민 전체의 사회적ㆍ정치적 삶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독립된 흑인운동은 혁명적 노동계급에 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미국 노동계급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으며, 그 자체로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한 구성 부분이이었다. 따라서 제임스는 민주적 

권리를 위한 흑인 투쟁을 종속시키거나 뒤로 물러서게 하는 모든 

시도에 반대하였다. 그는 “백인과 흑인, 단결해서 싸우자”라는 계급적 

단결을 강조하는 전통 구호는 “원칙상 비난할 수 없고 의심할 바 없이 

훌륭하지만…. 미국 인종 관계의 살인적인 현실에 직면해서 그릇된 

인상을 주거나 심지어 때때로 불쾌감을 준다.”라고 지적하였다.73) 백인 

노동자들이 인종주의에 깊게 물들어 있는 상황에서 계급적 단결의 

구호는 흑인의 독립적 투쟁에 발목을 잡는 것이 되기 때문이었다. 

제임스는 미국 흑인의 투쟁이 노동계급의 투쟁과 나란히 서구 

자본주의 근대성을 대체할 ‘새로운 사회’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었다. 미국 흑인들은 “과거 25년 동안 (인종)차별을 

분쇄하고, 전체 미국 문명에 영향을 끼치면서 거대한 정치적 성취를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성취는 그들을 새로운 사회의 진정한 전초부대의 

하나로 만들었다.”74) 이러한 주장은 레닌주의적 전위정당론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제임스의 입장이 트로츠키주의뿐만 아니라 정통 

72) C. L. R. James, “The Revolutionary Answer to the Negro Prob-
lem(1948),” C. L. R. James on the ‘Negro Question’, pp. 138-147.

73) C. L. R. James & Grace C. Lee (with the collaboration fo Cornelius 
Castoriadis), Facing Reality(1958) (Chicago: Charles H. Kerr Publishing 
Company, 2006), p. 155.

74) Ibid., p.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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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주의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벗어났음을 보여준다. 

1960년 제임스는 자신의 한 강연에서 전후 미국 사회에서 중국과 

일본에 대한 인종 담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언급하였다. 

‘황화론(yellow peril)’이 득세하여 태평양전쟁이 일어나자 미국 정부는 

일본계 미국인들을 강제 수용소에 가두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였다. 

그러나 전후 마오쩌둥이 권력을 잡고 중국이 공산화가 되자 이러한 미국 

사회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TV를 보고 라디오에 귀 기울이고 

영화관을 가게 되면 미국 남성들과 결혼한 중국인 여성들이나 일본인 

여성들, 일본인 남성과 결혼한 미국 백인 여성을 볼 수 있다. 제임스는 

왜 갑자기 황화론, 즉 아시아에 대한 인종적 적대가 사라지게 되었는가? 

라고 묻는다. 답은 냉전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진정한 문제는 

“인종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권력은 자신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인종뿐만 아니라 계급이나 성별 같은 사회의 근본적 

관계를 이용해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인종 갈등을 다른 갈등에 

우선하는 듀보이스나 다른 흑인 급진주의자들과는 아주 다른 것이었다. 

제임스는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다. “그들은 유용했을 때 인종을 

이용하였다. 이제 위험하니 포기하였다. 그러나 만약 내일 일본이 

공산주의적이 되거나 공산주의 중국과 밀접한 동맹자가 된다면 확실히 

황화론은 다시 성장하게 될 것이다…. 항상 그런 방식이다. 우리의 

지배자들은 섹스ㆍ계급ㆍ인종 등 사회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관계들을 

이용한다. 반동적 세력들에 의해서 항상 사용되어왔다. 러시아도 자신의 

방식에서 이것(계급)을 이용해 왔다.”75)  

이처럼 제임스가 미국 흑인 투쟁과 관련하여 계급 중심주의뿐만 아니라 

인종 근본주의에서 벗어나 자신의 독창적인 사상을 발전시키는 데 

이단적 마르크스주의 조직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38년 미국으로 

건너와 매카시즘으로 추방되기 전까지 그는 러시아계 유대인 여성 

두나예프스카야(Raya Dunayevskay)와 중국계 여성 보그(Grace 

Lee Boggs) 등과 함께 ‘존스-포레스트 경향((Johnson-Forest 

75) C. L. R. James, Modern Politics(1960), (Detroit, Michigan: be wick/ed, 
1973), pp. 12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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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dency)’을 결성하여 정치적 활동을 하였다. 존슨-포레스트 경향은 

수적으로 백여 명이 넘지 않았지만, 보그가 회상했듯 “미국의 풍부한 

인종적ㆍ사회적ㆍ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있었다.”76) 이 조직은 

인종적으로 흑인ㆍ백인ㆍ아시아인ㆍ치카노(Chicano), 사회적으로 

노동자와 지식인들, 지역적으로 동부와 서부 해안 그리고 중부 출신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조직의 다양성이 제공했던 지적이고 

정서적인 생동감은 냉전 시기 미국의 사회주의 지식인들이 흔히 

나아갔던 ‘환멸’과 ‘전향’과는 다른 길로 제임스를 이끌었다. 전후 미국 

흑인 공산주의 지식인들이나 프랑크푸르트학파가 지녔던 비관주의와는 

달리, 제임스는 미국 흑인뿐만 아니라 미국 노동자들의 혁명적 잠재력을 

옹호하는 낙관주의적 전망을 하면서 마르크스주의를 재구성할 수 

있었다. 소련을 사회주의가 아니라 제국주의적 자본주의 국가로서 

비판적으로 분석한 국가자본주의론과 노동계급의 자율성을 옹호하는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서 

제임스는 자본주의ㆍ제국주의ㆍ사회주의 개념 등과 관련된 듀보이스 

사상의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이론적 자산을 가지게 되었다. 

제임스는 당시 지배적 관념과는 다른 대안적 사회주의 개념을 

발전시켰다, 듀보이스가 일본제국의 만주국을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체제로서 간주하고 마오쩌둥의 중국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은 

이러한 사회주의의 지배적인 관념에 기초한 것이었다. 지배적 

관념에서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국유화, 계획 경제, 소득 평등, 복지 

제도 등과 동일시되었다.77) 반면 제임스는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개념을 발전시켰다. 제임스는 나치 독일과 함께 폴란드와 핀란드를 

침략하고 발트 3국을 합병한 소련의 ‘제국주의적 행태’를 계기로 소련 

사회에 관한 체계적 연구를 수행하고 소련을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라 

76) Grace Lee Boggs, “C. L. R. James: Organizing in the U. S. A”, Selwyn R. 
Cudjoe and William E. Cain eds., C. L. R. James: His Intellectual Lega-
cies (Amhe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1995), p. 65.

77) Du Bois, The Correspondence of W. E, B. Du Bois, Selections, 1934-
1944, p. 91,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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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본주의’ 체제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78) 그리고 생산수단의 

국가 소유와 계획경제를 사회주의 체제의 본질적 특성으로 간주한 

스탈린주의나 트로츠키주의의 입장을 비판하였다. 소유 관계가 아니라 

실재 생산의 사회적 관계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제임스는 

소련 노동자들이 다른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생산수단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자신의 노동력 이외에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하였다. 노동자와 농민들이 생산수단을 

통제하지 못하고 관료계급에 정치적ㆍ경제적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면, 나라 전체를 통제하면서 잉여가치를 추출하는 국가 자본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관료 계급은 이러한 국가자본의 인격화이다. 

소련의 관료계급은 생산수단을 사실상 장악하고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있었다. 서방의 자본가 계급과 마찬가지로 소련 사회에서 관료계급은 

노동자들의 자기 주도적 해방 활동을 막는 반동적 세력이며, 소련 

노동자들은 서유럽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노동 소외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다. 제임스에게 한 사회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구분하는 결정적 

기준이 되는 것은 노동자 권력의 존재 여부였다. 노동자 권력이란 직접 

민주주의와 (공장의) 노동자 자주 관리와 동의어였다. 이러한 노동자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개념은 듀보이스가 

지지했던 마오쩌둥의 중국이나 식민지 독립 이후 출현한 아프리카 

사회주의 체제를 비판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제임스는 자신의 국가자본주의 이론을 소련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 

확장하면서 듀보이스의 범아프리카주의의 모델이 된 일본제국의 

대공아공영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또한 제공하였다. 제임스에게 

소련 체제만큼 일본제국의 등장도 자본주의 발전의 논리적ㆍ일반적 

결과였다. 자본의 집중과 집적의 결과로 자본의 독점화가 이루어지고 

이 같은 독점화의 최종 단계는 국민국가와 사적 자본 간의 통합 증대, 

78) C. L. R. James, “Russia: A Fascist State(1941),” New International, 
7-3(1941), pp. 54-58; Marcel Van Der Linden, Jurriaan Bendien trans. 
Western Marxism and The Soviet Union: A Survey of Critical Theories 
and Debates Since 1917 (Boston: Brill, 2007), pp. 1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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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말하면 국가자본주의의 등장이다.79) 제임스에 따르면, 이제 

자본 간 경쟁은 시장을 차지하려는 사기업들 사이에 투쟁에 머무르지 

않고 갈수록 국가 자본들 사이에 세계적인 군사적ㆍ지리적 대결의 

형태를 띤다. 따라서 제1차 세계대전과 같은 제국주의 간 전쟁은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80) 대공황 이후 일본을 포함한 주요 

강대국들은 불안정한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서 벗어나 자신만이 

시장과 원료를 독점하는 자립적 경제 제국을 구축하려고 시도하였다. 

주요 강대국들은 모두 자신의 국가 개입 기구들을 강화하였고 이 

과정은 소련의 스탈린 체제에서 그 절정에 이르렀다. 나치 독일, 

일본제국, 미국의 뉴딜 등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이러한 경향의 

산물이었다. 이러한 국가자본주의 체제의 등장을 듀보이스는 당대의 

많은 지식인처럼 사회주의적인 것으로 잘못 인식하였다.81) 그러나 

개별 국민경제가 완전한 자립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결국 

드러났다. 강대국들의 경제적 쇄국화 드라이브는 강대국 사이에 긴장을 

격화시키는 데 오히려 이바지했을 뿐이었다. 왜냐하면, 식민지 시장과 

원료에 접근할 수 없었던 일본이나 독일 같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세계 자원의 더 큰 몫을 할당받기 위해 자신의 군사력을 사용토록 

자극하였기 때문이다. 일국적(민족적)으로 통합된 거대한 자본 블록 

간의 범세계적인 경제적 경쟁은 오직 그 블록의 군사적 역관계라는 

시험에서만 해결될 수 있었다. 나치 독일의 범게르만 민족을 위한 

생활권 개념과 마찬가지로 일본제국은 영토 확장과 전쟁의 길로 

내몰렸고 이를 대동아공영권으로 정당화하였다. 제임스에 따르면, 

자본의 국제화와 국가화 사이의 모순은 이런 식으로 제국주의 강대국들 

사이에 지구를 재분할하려는 두 번째의 훨씬 더 파괴적인 시도(2차 

79) C. L. R. James (in collaboration with Raya Dunayevskaya and Grace 
Lee), State Capitalism & World Revolution(1950) (Chicago: Charles H. 
Kerr Publishing Company, 1986).

80) James, Modern Politics, pp. 87-90.

81) W. E. B. Du Bois, The Autobiography of W. E. B. Du Bois (New York: 
Diasporic Africa Press Inc, 1968), p. 402; Bernard W. Bell “W. E. B. Du 
Bois’ Search for Democracy in China: The Double Consciousness of a 
Black Radical Democrat”, Phylon, 61-1(Fall, 2014), pp. 124-125. 듀보
이스의 사회주의 개념에 대한 제임스의 직접적인 언급은 C. L. R. “The Class 
Basis of the Race Question in the United States(1971)”, New Politics 
(Winter, 2016),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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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대전)와 전체주의화 경향을 낳았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 시각은 

제임스가 일본의 대동아공영권과 태평양전쟁에 관해 듀보이스와 완전히 

다른 정치적 인식을 하게 만들었다. 백인의 세계 지배에 도전하는 

범아시아주의가 아니라 제국주의적 국가자본주의 체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제임스의 이론적 접근은 그가 전후 제3세계 식민지 해방 

운동과 관련해서도 듀보이스와 다른 정치적 궤적을 걷도록 만들었다. 

듀보이스가 마오쩌둥 중국에 대한 적극적 지지와 미국 공산당 가입으로 

나아갔다면, 제임스는 오히려 비판적 거리를 두었다.82) 그는 중국의 

공산화가 노동자들의 자주적 조직화와 대중 투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공산당이 이끄는 농민들을 통해서 위로부터 성취되었다고 인식하였다. 

소련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공산당 엘리트와 국가 관료가 생산수단을 

통제하는 국가자본주의 체제가 등장했다는 것이다. 제임스는 중국의 

공산화가 미국 흑인의 반인종주의 투쟁에 큰 영향을 미치고 미국 

노동자들 사이에서 잠재적으로 반제국주의 전망을 고무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공산화된 중국과 마오주의가 독립한 주변부 

식민지 국가의 대안적 근대성을 구현한다는 듀보이스와 같은 시각을 

비판하였다. 제임스는 마오쩌둥의 백화운동, 대약진운동, 문화혁명 

모두가 관료 지배와 투쟁하는 데 실패하게 되리라 예측하였다. 진정한 

대중의 자발성에 기초한 운동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마오쩌둥이 자국에서 노동자들의 자율성을 억압하고 1956년 헝가리 

혁명에서 등장한 노동자 민주주의를 거부한 것이 제임스의 평가에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제임스는 중국에서 관료 지배에 대항하는 노동자 

투쟁의 새로운 분출을 기대하면서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를 식민지 

해방 운동과 새로운 국제적 연대를 위한 토대로 삼으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임스의 시각은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1960년대 식민지 

해방 운동의 극적인 성장과 함께 새로운 변화를 겪게 된다.83)

82) Matthew Quest, C. L. R. James, “Direct Democracy, and National Lib-
eration Struggle”, A Dissertation, (The Department of American Civili-
zation AT Brown University, 2004), pp. 138-154.

83) 이에 대해서는 하영준, 「C. L. R. 제임스와 카리브의 탈식민화」,『호모 미
그란스: 이주, 식민주의, 인종주의』, 15(2016), 51-78쪽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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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동아시아를 통해서 아프리카계 디아스포라와 

범아프리카주의를 사고하는 것은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정체성의 

밝은 면을 그 어두운 면과 함께 사고할 기회를 제공한다. 길로이는 

자신의 저작, 『블랙 애틀란틱』에서 식민주의의 일방적인 희생자이자 

역사의 수동적 대상으로 아프리카 디아스포라를 그려왔던 기존 

접근과 달리한다. 이들의 혼종 문화가 인종 본질주의에 기초한 서양의 

지배적 근대서사를 극복할 수 있는 역사적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길로이는 아프리카 디아스포라를 대서양 루트와 커넥션을 

통해서 ‘근대성의 대항문화‘을 창출해 온 역사의 주체로서 새롭게 

위치 지웠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블랙인터내셔널리즘 

연구들도 아프리카 디아스포라가 창출한 대안적 근대성에 주목하고, 

‘근대(국민국가)로부터 탈근대(지구화)로의 이행’이라는 동질적이고 

선형적인 역사 시간을 가정하는 주류 연구 경향의 서구중심주의를 

교정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서구 유럽과의 관계로부터 눈을 돌려 

동아시아와의 관계를 통해서 보게 되면 아프리카 디아스포라의 다른 

면이 펼쳐진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하고 조선을 식민화한 일본제국을 

백인 지배에 도전하는 유색인의 옹호자로 찬양하고, 중국을 순종하는 

‘엉클 톰’으로 비난하면서 일본의 만주국 설립과 대동아공영권을 

옹호하며, 유럽 제국주의의 잔혹성을 근거로 일본의 난징학살을 

변호하는 어두는 면을 보게 된다. 이러한 아프리카계 디아스포라의 

어두운 면은 기존 블랙인터내셔널리즘 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영역이다. 따라서 동아시아와의 트랜스-퍼시픽 커네션을 통해서 역사적 

양면성의 인식하는 것은 아프리카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을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대안적 근대성을 긍정적으로만 전망하기보다는 그 모순적이고 

다층적인 성격을 이해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동아시아에 관한 듀보이스와 제임스의 담론을 다룬 이 연구는 

동아시아와 흑인 급진주의와의 관계를 다루는 더욱 장기적인 지성사 

연구의 한 부분이다. 마오쩌둥의 중국과 흑인 급진주의, 한국전쟁과 

흑인 급진주의 등과 같은 후속 연구를 통해서 ‘상상된’ 동아시아가 흑인 

급진주의 사상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계속해서 연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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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이다. 이러한 연구들이 동아시아와 아프리카계 디아스포라 둘 

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서울여자대학교 사학과 hayougnjun@hanaf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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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일본제국과 범아프리카주의의 ‘트랜스-퍼시픽’ 커넥션: 

W. E. B. 듀보이스와 C. L. R. 제임스의 동아시아 담론을 

중심으로

하 영 준

이 연구는 1905년 러일전쟁에서 시작하여 1941년 태평양전쟁의 

발발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제국주의가 노골화되는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W. E. B. 듀보이스가 상상된 일본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추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의 이미지가 듀보이스의 사상 발전에 

미친 다층적 영향을 여러모로 살펴보고 이를 다루기 위해서 ‘트랜스-

퍼시픽’ 연구가 사용한 개념들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C. L. R. 제임스와의 비교 연구를 통해서 듀보이스의 이론적ㆍ인식론적 

한계와 그 가능한 대안을 다룰 것이다. 듀보이스에게 일본의 만주 

진출은 백인의 세계 지배와 피부색 차별에 도전하는 새로운 형태의 

범아시아주의에 대한 판타지를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서 그는 자신의 

범아프리카주의 사상을 발전시켰다. 반면 제임스는 일본제국 서사에 

대항하는 아이티 혁명 서사와 함께 듀보이스의 낭만주의 인종 개념과 

사회주의 개념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대안적 이론을 정교화하였다. 

이 연구는 듀보이스와 제임스의 동아시아 담론을 통해서 기존 흑인 

급진주의와 범아프리카주의 연구의 대서양 중심적 접근에서 벗어나서 

트랜스-퍼시픽 커넥션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아프리카계 

디아스포라의 정체성 형성에 존재하는 다양성과 복잡성을 보여주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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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ans-pacific connections 

Between Japanese empire and Pan-Africanism: 

A Study on the East Asian Discourse of W. E. B. Du Bois and 

C. L. R. James 

Ha Youngjun

The study first examines the imaged Japan which W. E. B. Du Bois 

made through the historical events from the Russo-Japanese War 

in 1905 to the Pacific War in 1941. And then it looks at impact 

of the imaged Japan on Du Bois’ global politics and theoretical 

reflections around Afro-Asian solidarity and racial equality. 

Finally, It reveals Du Bois’ theoretical and epistemological 

problems through comparison with C. L. R. James’ thought. To W. 

E. B. Du Bois, Japan’s the Manchurian Incident provided a fantasy 

of a new form of Pan-Asianism that challenged white domination 

and color line. He developed a new racial philosophy of human 

emancipation, and pan-africanism, could unleash new kinds of 

knowledge and critical resistance to white supremacy within Black 

political life through his black socialist Manchurian narrative. On 

the other hand, C. L. R James, along with his Haitian revolutionary 

narratives against Du Bois’ Manchurian narrative, developed a 

political position that could transcend the limitations of concept 

of race and socialism in his thought. James has never visited East 

Asia, but provided theoretical and epistemological possibilities of 

Afro-Asian solidarity, questioning the geographical and cultural 

boundaries of race and civilization. This study emphasizes the 

trans-pacific connection of Black radicalism and Pan-Africanism, 

away from the Atlantic-centric approach, through the East As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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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urse of Dubois and James. And It is intended to show the 

diversity and complexity in the formation of identity in the African 

Diasp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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