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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자크 데리다처럼 철학적으로 오해 받고 미움 받은 사람도 없을 것이

다. 그는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철학의 대표자 및 개척자로서 명성을 

얻었지만 그 명성만큼 동시에 부정적 포스트모더니스트로서 비판 받았

고 미움 받았다. 

그를 따라다니는 비판은 다양했다. 종교 정치 문화계 등 다양한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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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비판을 들어야 했지만 가장 치명적인 것은 아마도 같은 동종업계이

던 철학계에서 날아든 것일 것이다. 1992년 캠브리지 대학이 그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려고 했을 때 이를 가장 반대한 사람들은 누구

도 아닌 철학자들이었다. 존 설(John Searle) 등의 언어-행동 철학자 

등은 연판장을 돌리면서 그는 박사로서의 정확성과 열정이 없고 다다이

스트와 같은 회의주의와 상대주의적 유사철학일 뿐이라고 그의 철학을 

비하하였다. 그리고 많은 주요 철학자들이 그의 박사학위수여에 반대하

는 연판장에 서명하였다.1) 이 때문에 그는 자신을 변호하여야 했다. 데

리다는 자신의 책을 다시 읽어달라고 하면서 자신은 진리를 부인하고 

파괴하는게 아니라고 말한다. 오히려 진리의 가치를 더 강력하고 넓고 

계층화된 컨텍스트 안에서 진리의 가치를 재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해야 

했다.2) 

또 다른 주요 비판은 종교계이다. 종교계는 그가 절대진리를 인정하

지 않는 회의주의자라고 비판하였다. 그의 해체 철학이 갖는 부정성과 

비판성은 파괴적인 상대주의와 회의주의라며 절대진리를 부정하는 반종

교적 학문으로 공격받았다. 이 때문에 그는 그렇지 않음을 여러 번 외

쳐야 했다. “(자신이 받는 다양한 오해 중에) 어떤 의미도 없고 어떤 텍

스트도 무의미하다고 믿는 회의적 니힐리스트라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

렇게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소리이다. 내 글을 읽지 

않은 사람들만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글을 주의 깊게 읽은 사람이

라면 내가 긍정과 신앙에 근거함을 발견할 것이다.”3) 이렇게 그는 자신

을 회의론자가 아니라고 변호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위의 말 중에서 후

반부에 자신의 철학은 긍정과 신앙(affirmation and faith)에 근거하였

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해체는 파괴뿐만 아니라 긍정과 생산의 측면 

1) 제이슨 포웰, 데리다평전(인간사랑, 2011), 25.

2) Steven Shakspeare, Derrida and Theology (Bloomsbury T&T Clark, 2009), 
10.

3) Shakspeare, Derrida and Theology, 2., Kirby Dick and Amy Ziering 
Kofman Directors, Derrida: Screenplay and Essays on the Film 
(Routledge, 2005), 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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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니고 있으며 종교적 근거 또한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적극

적으로 발굴한 사람이 존 카푸토이다. 존 카푸토로 대표되는 대륙철학

자들은 데리다의 철학에서 종교성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데리다의 철학

을 “눈물과 기도”라고 말하거나 하이데거의 전향 (Kehre)처럼 “종교-

윤리적 전향”4)이 있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데리다의 전기와 후기가 구

별된다는 것이다. 모든 사상은 변한다. 하지만 이 주장은 데리다의 사

상에는 선명하게 그어지는 변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자로서는 

케빈 하트(Kevin Hart), 쟝-뤽 마리옹(Jean-Luc Marion), 리차드 커니

(Richard Kearney), 메롤드 웨스트팔(Merold Westphal) 등의 대륙철

학자들이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현상학적 전통에 서있고 종교적이고 

윤리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먼저 데리다 자신이 조심스럽다. 그는 

여러 번 명시적으로 자신은 무신론자임을 이야기했다. 또한 마틴 해글

룬트를 들 수 있다. 그의 “근원 무신론 (Radical Atheism)”5)은 부정신

학과의 대화와 존 카푸토의 종교적 이해 이후 데리다에 대한 종교적 이

해에 대해 좀 더 근원적으로 응답하고 비판한 철학이다. 그는 데리다의 

무신론을 유신론에 대한 하위부속개념이 아니라 데리다 철학의 이중운

동하는 개념들속에서 이해하려 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데리다의 철학에 과연 윤리-종교적 전환에 대한 

주요 주장자인 존 카푸토의 주장과 이에 대한 마틴 해글룬트의 근본 무

신론의 비판과 주장을 살펴볼 것이다. 카푸토는 이를 위해서 아나케

(an-arche), 불가능의 가능(the possible of the impossible), 눈물과 

기도의 철학, 코라, 할례고백 등의 개념들을 주장하고 설명한다. 후기 

구조주의의 주장 속에서 그는 반종교가 아닌 친종교적인 측면들을 발굴

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해글룬트는 데리다의 근본악, 이중운동 등의 개

념을 통해서 데리다가 전후기가 없이 한결같이 무신론자였으며 유신론

4) Simon Critchley, the Ethics of Deconstruction : Derrida and Levinas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Library, 1999).

5) Martin Hagglund, Radical Atheism: Derrida and the Time of Life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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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반대급부로서 존재하는 무신론이 아니라 근원적 무신론이며 종교적

으로 이해하는 것은 큰 오해라는 주장을 살펴볼 것이다. 

2. 데리다의 종교적 해석:존 카푸토

1) 전후기 사상이 나뉘는가?
데리다의 종교사상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과연 데리다에게 전후기가 

있는지를 살펴보자. 데리다의 사상을 전후기로 나누는 것은 논란중인 

이슈이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또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

라 나눠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먼저 관심분야에 따라 전후기로 나눌 수 있다. 1970년대 데리다의 

사상은 주로 시, 회화, 건축 등의 예술적 실천에 관심이 많았다. 철학을 

통한 문화 예술적 실천에 관심이 많았지만 정치와 권력 등에 관심이 많

았다. 그의 주요실천이 예술문화적이었지만 탈정치적인 것은 아니었다

는 것이다. 후기에도 정치 사회적 관심은 유지되었다. 다만 그는 전기

의 철학적 엄밀함이나 미학적 응용가능성의 관점 대신에 좀더 복잡하고 

문학적이고 실험적인 경향을 보여주었다.6)

글쓰는 스타일에 따라 전후기를 구분하기도 한다. 데리다의 전기에는 

기하학의 기원 목소리와 현상 등에서처럼 독립적이며 학문적인 글

들이 등장했다. 목적과 방법이 분명했고 독립된 책으로서 읽을 수 있었

다. 하지만 후기로 분류되는 책들은 조금 다르다. 후기의 저서들은 내

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책들을 참조하여야 했고 또 종종 의도적

인 인용, 중단, 우회 등을 사용했다. 예를 들어 조종(Glas) 같은 경우 

책이 좌우로 나뉘어져서 왼쪽에는 헤겔이 오른쪽에는 사향고양이가 동

시에 다뤄진다. 죠프리 베닝턴과 함께 쓴 자크 데리다 역시 책을 위 

6) Shakespeare, Derrida and Theology,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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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로 나뉘어서 위에서 베닝턴이 말하고 데리다는 아래에서 각주의 형

식으로 옹호하고 자기의 이야기를 한다. 이런 점 때문에 개별적으로 그

의 글들은 거의 암호해독 수준으로 어렵다고 비판 받기도 한다. 그래서 

로돌프 가셰의 경우 영어권의 데리다론이라 불리는 거울의 티에서 
조종과 우편엽서를 다루지 않고 있다. 미완으로 의미 찾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것은 그의 글 스타일이 변화되었기 때문이 아니

다. 그는 자신의 글쓰기를 통해서 글의 미끄러짐과 흔적을 계속 남기고

자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전기가 이론적으로 주장한 것을 

후기가 실천했다”7) 보기도 한다. 이는 그의 관심이나 방식이 달라졌다

는 것이 아니다. 그의 글에는 연속성이 있으며 단절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전후기 구분을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학자들은 그의 철학에서 종교

윤리적 전환을 발견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데리다의 후기에는 초기에는 

없던 강력한 종교성들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자크 데리다는 종교적으로

는 분명한 무신론자였으나 그의 철학은 누구보다도 더 종교와의 가까운 

친밀성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비록 신학자들이 자신의 철학을 이용하여 

주장을 펼칠 때에는 거리를 두며 경계하였지만 어느 학자보다도 더 종

교적 대화의 가능성을 넓게 가지고 있었다. 

2) 데리다 후기 사상의 종교적 해석들
데리다의 종교철학적 발견은 시대적 영향이 있었다. 세기말의 분위기 

속에서 더 이상 종교와 신학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제기되었다. 형이

상학의 전통존재론은 무의미해지고 더불어 전통신학의 신론 역시 존재

신론의 붕괴와 함께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등장한 신학이 사신신

학 등이었다. 신학적으로 사신신학 등으로 인해서 종교는 종말을 고하

는 듯 했다. 철학적으로는 전통존재론의 붕괴와 동서냉전의 종말로 근

원적인 질문, 더 이상 철학이 가능한가8)라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7) Shakespeare, Derrida and Theology,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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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흐름은 서서히 역전되기 시작했다. 그 중 하나가 데리

다의 종교적 발견이다. 데리다의 종교철학적 해석으로 종교의 복귀를 

발견한 것이다. 데리다를 종교적으로 해석하고 크게 영향 받은 한 무리

의 학자군이 있다. 이들은 종교적 대륙철학자(religious continental 

philosophers)로 불리는 학자들로서 이들은 전통적 형이상학의 현존의 

존재론을 비판하면서 형성의 철학과 고전의 재해석에 매달리면서 “형이

상학 이후의 형이상학(Metaphysics after metaphysics)”을 연구하였

다. 대표적 학자들은 보스톤 대학의 리차드 커니, 보수적 침례교 신학

배경을 가졌지만 드물게 이 연구에 함께 하는 케이스 펏(B. Keith 

Putt), 제임스 스미스(J. K. A Smith), 데리다 해석의 대가 존 카푸토, 

메롤드 웨스트팔, 장-뤽 마리옹 등이 있다. 

메롤드 웨스트팔은 전통적 형이상학의 붕괴와 하이데거 이후의 존재

신론에 대한 비판을 돌아보면서 오히려 이를 통해 종교적 신과 존재론 

신의 차이를 발견한다.9) 그의 책 존재신론의 극복의 제목 그대로 형

이상학의 영향 아래 있는 존재론적 신학을 극복하고 탈형이상학과 더불

어 아브라함의 신과 형이상학적 신은 동일하지 않으며 형이상학적 존재

의 붕괴가 곧 신론의 붕괴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장 뤽 마리옹(Jean-Luc Marion)에게서 반복된다. 그

는 현상학적 관점에서 존재신론을 돌아보며 종교적 신에게서 형이상학

적 존재론을 빼내어 구분 짓는다. 그의 책 God without Being10)은 바

로 그러한 그의 현상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존재론과 신론의 학제간 연

구라 할 수 있다. 그 결과로 그는 하나님 God의 O위에 X를 그음으로

써 존재론(Ontology)의 권력을 허문(X) 독특한 존재론에 대한 표기를 

사용한다. 그는 신론에서 존재론을 구분 지은 것이다. 

보스톤 대학의 리차드 커니(Richard Kearney) 역시 빼놓을 수 없는 

 8) 송두율, 역사는끝났는가: 송두율사회사상집 (한길사, 1995). 

9) Merold Westphal, Overcoming onto-theology : toward a postmodern 

Christian faith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2001).

10) Jean-Luc Marion, God without Being : hors-texte, Religion and 
postmodernis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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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중 한 명이다. 그는 The God Who may Be11) 에서 현상학적 에

포케와 종말론적 대망을 the possible 혹은 가능적 신론으로서 서술한

다. 여기서 있음과 없음 사이의 존재론이 제시된다. 그는 신론의 위치

를 전통적인 있음(being)이나 없음(non-being)이라는 양자가 아니라 어

쩌면(may be)이라는 위치에 두고 있다. 이것은 존재의 반대위치를 뜻

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신론을 정해지고 완결된 신론이 아니라 아직도 

열려있고 대화하는 신의 모습을 현상학적 메시야적 종말론적 대망이라

는 배경하에서 서술한 것이다.12)

미국 대륙철학자인 존 카푸토 (John D. Caputo)는 데리다의 종교철

학 연구를 대표하는 학자이다. 빌라노바 대학(Villanova Univ.)에서 데

리다의 해체철학연구로 큰 학자군을 형성했던 그는 시라큐스 대학

(Syracuse Univ.)으로 옮기면서 좀더 종교철학적이고 종교학 등과의 

학제간 연구에 깊이 발을 담그게 되었다. 그의 연구들은 종교적이었지

만 교조적이지 않았고 철학적이었지만 철학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의 

철학은 현상학에서 시작해서 후기 하이데거연구와 키에르케고르의 실존

주의 연구를 거치면서 종교철학적 기초와 소통가능한 보편성을 보여주

었다. 특히 그의 데리다의 해체철학에 대한 주석과 연구작업은 파괴적 

철학으로만 이해되던 데리다의 철학을 건설적인 동시에 시대에 비판적

인 철학으로 이해하도록 하였다. 특히 종교적 전환(Religious turn)으로 

알려진 후기 데리다에 대한 종교적 해석은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지

만 탁월하고 독창적으로 해석하였다. 그의 해석이 데리다 철학에 대한 

오해이든 아니면 새로운 해석이든 종교적 인문학적 담론 이해에 대한 

기존 이해를 교정하여 주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있다.

11) Richard Kearney, The God who May Be : a hermeneutics of religion, 
Indiana series in the philosophy of religion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01).

12) Richard Kearney, Anatheism:Returning to God After God, Insurrections: 
Critical Studies in Religion, Politics, and Culture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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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존 D. 카푸토의 종교적 해석

존 카푸토는 초기에는 사신신학자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

려 사신신학보다는 종교적 현상학자로서 더 분류된다. 데리다의 해체철

학의 종교적 해석을 열은 카푸토는 해체철학의 해체를 기초주의

(foundationalism)의 아르케(arche)의 해체로서만 보지 않고 미래를 향

해 열려있는 사건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한다. 하이데거의 존재신론

(onto-theology)비판을 이어서 전통 기초주의를 비판하고 데리다의 해

체철학을 눈물과 기도로서 펼쳐낸 것은 절묘한 방법론이라 하겠다. 그

는 종교를 하이데거의 비판을 따라 춤출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영역

에 둔다. 존재신론은 존재론일뿐 기도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

서 그는 해체의 작업은 신을 존재론으로 죽인게 아니라 오히려 분리하

여 살린 것으로 본 것이다. 그는 데리다를 메시야적 종말론적 종교철학

가로서 해석한다. 그래서 카푸토에게 해체철학의 작업소음은 예전처럼 

파괴의 소리가 아니다. 오히려 차가운 인문학의 뜨거워진 열정이며 닫

혀진 귀를 여는 소리라고 말하면서 데리다를 철학적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열정적 종교철학가”로 변모시킨다.13) 

카푸토는 데리다의 종교적 차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

적이고 독특한 언어들을 사용한다. 진리를 논할 때에 그는 과학적 논리

나 명백한 진술에 대비하여 피와 땀과 눈물14) 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그의 대표적 데리다 해석서인 자크 데리다의 기도와 눈물
(The Prayers and Tears of Jacques Derrida) 에서 그는 해체를 이

렇게 해석한다. 해체란 심장 없는 세상 속에서 피가 흐르는 할례 받

은 심장으로 느끼는 것이고, 피가 흐르는 할례 받은 귀로 듣는 것이고, 

타자를 향한 심장과 귀로 글을 쓰는 것이며, 할례 받은 언어들로 말하

는 것이다.15) 카푸토는 데리다의 해체철학을 근대의 지배적 이성과 

13)  John D. Caputo, The Prayers and Tears of Jacques Derrida : Religion 
without Religion,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7), 7.

14) John D. Caputo, Truth: Philosophy in Transit (Penguin Global, 2014),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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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에 의해서 심장이 사라지고 식어버린 세상 속에서 살아갈 새로운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카푸토에게 해체는 뜨거운 심장이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말하려는 노력이며 설명할 수 없는 현실을 설명해야

만 하는 학자의 역설과 열정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철학은 근대의 

냉담론에 비해서 뜨거운 열담론이다. 그의 글에는 열정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해체철학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해체는 

열정 때문에 운동 중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종교적 혹은 예언적 열망이

라 부르기도 했고 초월이라고 부르기도 했다.”16) 그의 글에는 알 

수 없는 것을 알기 위한 열정이 가득하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려는 

열망으로 계속 전진 중이다. 현상학적으로 끝없는 질문과 답을 하면서

도 에포케, 판단을 보류하며 계속해서 기다리고 전진하고 기대하고 있

다는 것이다. 이런 열망 속에서 그는 종교의 자리를 발견한다. 종교의 

기도는 미래에 등장할 상황을 향해, 또는 지금 판단할 수 없는 미래의 

상황을 향해서, 역설을 향해서 외치는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해체는 열정이며 불가능을 향한 기도이다. 비판에 저항하는 불가능성

의 변호이며 불가능성의 경험을 위한/향한 호소이다.17)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 카푸토는 자신의 철학을 한 시대가 아닌 역사

철학을 통해서 보편성을 획득하고 심화하려 한다. 소크라테스의 무지

의 지라는 역설과 질문, 어거스틴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

할 때 내가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라는 신적 사랑의 철학, 그리고 

키에르케고르의 주관적 진리 등을 거치면서 진리를 객관적 진리가 아닌 

주관적 단독자의 진리로서 두고 있다. 두려움과 떨림(Fear and 

Trembling)으로서만 말할 수 있다. 카푸토는 키에르케고르의 “두려움

과 떨림”18)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비윤리적 행

위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진리를 윤리적 진리 이상의 신앙적 도약과 

15) Caputo, The Prayers and Tears of Jacques Derrida, 25.

16) Caputo, The Prayers and Tears of Jacques Derrida ,19.

17) Caputo, The Prayers and Tears of Jacques Derrida,, 20.

18) 쇠렌 키에르케고르, 두려움과 떨림, (서울:지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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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설 안에서 이해되는 위대한 사건으로 이해한다. 헤겔적인 완결된 윤

리적 담론 안에서 가둘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넘치는 진리담론은 데리다에게는 넘치는 피의 이야기로 심화

된다. 데리다가 그의 제자였던 죠프리 베닝턴(Geoffrey Bennington)과 

함께 공저한 책, 자크 데리다”19)에서 피 이야기는 잘 드러나고 있다. 

데리다의 열망은 할례고백 (Circumfession)20) 이라는 개념을 통해 

나타난다. 할례고백은 데리다의 책, 자크 데리다 Jacques Derrida
에 각주형식으로 쓰여진 책의 일부이다. 책의 상반부에서 시도되는 완

전히 포용하고 설명하는 방법론을 데리다는 데리다웨어 

(Derridaware)21) 또는 데리다베이스 (Derridabase)22) 라고 부

른다. 컴퓨터 프로그램에 붙는 접미사인  -ware, -base를 사용해서 베

닝턴의 자신에 대한 논리적이고 기계적인 진술을 데리다베이스라고 부

른 것이다. 그래서 베닝턴의 전지적 시각을 가리키기 위해서 신의 G와 

죠프리Geoffrey 베닝턴의 이름과 결합시켜서 Gs program23), G

24) 로 쓰기도 한다. 이러한 전능한 G, 베닝턴의 방법론 때문에 데리

다는 자신이 말할 것이 없다고 말한다. 나에겐 더 이상 베닝턴을 놀

라게 할만한 새로운 것들이 남아있지 않다.25) 인문학적으로는 진리담

론이 기계적 과학적 프로그램에 막힌 것이다. 이에 대해 데리다는 자신

에게는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 바로 피이다. 피의 변증법적 유비를 통

해서 진리는 말한다는 것이다. 그의 써컴페션이란 할례(Circumcision)

와 고백(confession)이라는 단어가 만든 신조어이다. 즉 그는 자신의 

19) Jacques Derrida, Geoffrey Bennington, Jacques Derrida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9).

20) Derrida, Jacques Derrida, 16.

21) Derrida, Jacques Derrida, 16.

22) Derrida, Jacques Derrida, 315.

23) Derrida, Jacques Derrida, 30.

24) Derrida, Jacques Derrida, 26, 30, 45에서 G라고 한 것은 자신에 대해 설명
하는 죠프리 베닝턴을 가리키는 G이기도 하지만 God의 G로서 신적인 역할도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25) Derrida, Jacques Derrida,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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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례, 잘려지고 상처 나고 흐르는 피를 통해서 자신이 고백적으로 말한

다는 것이다. 피는 데리다웨어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데리다의 피 

유비에서 발전한 카푸토의 피와 눈물과 기도의 열담론은 정치사회적 주

장으로 발전된다. 

카푸토는 해체철학을 통해서 근대철학의 권력을 해체하고 비판한다. 

권력문제는 중요한 문제이다. 존재론과 권력의 결합을 끊기 위해서 그

가 제시한 것은 이름의 존재론 대신에 사건(event)의 철학과 약함의 신

학(weak theology)26) 을 제시했다. 약한 철학은 약한 것이 아니다. 약

하다는 것은 권력 이 없어서 약한 것이 아니라 권력과 무력을 휘두르지 

않기 때문에 약한 것이다. 하지만 그래서 무엇보다 강하다고 주장한다. 

진리는 반권력적이기 때문이다. 진리는 권력에 저항하고 그래서 어리석

게 보인다. 하지만 그 약함은 무엇보다 강한 비판의 힘과 저항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약한 철학, 약한 신학은 결국 십자가의 신학까

지도 이어진다.27) 약한 철학은 약한 신학인 십자가의 신학을 통해서 억

압의 힘과 구원하는 힘을 구별하고 힘을 재정의하고 있다. 종교철학적

으로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이러한 논의는 아주 중요한 통찰을 주고 

있으며 많은 대화의 가능성들이 있음을 알게 한다. 이를 그는 코라, 유

령28), 재, 프시케29) 등의 철학으로 전통적 존재론의 철학을 비판하고 

해체한다. 

데리다의 후기저서들에는 종교적 해석의 여지가 많이 있다. 후기 저

술 중 Psyche30), Of Spirit31), Specters of Marx32) 등만 해도 형이상

26) John D. Caputo, The Weakness of God: A Theology of the Event ( 
Indiana University Press, 2006).

27) 약한 철학과 십자가의 신학의 연구는 논문으로는 Keith B. Putt, “The 
Impossibility of a Passionate God: A Postconservative Mani(n)festation 
of Caputo's Kingdom Christology Perspectives” in Religious Studies. 24, 
1997, 447-67. 단행본으로는 Cross and Khora: Deconstruction and 
Christianity in the Work of John D. Caputo, ed. By Marko Zlomislic and 
Neal DeRoo, Wipf and Stock Publishers, 2010 가 있다 

28) Derrida, Specters of Marx: The State of the Debt, (Routledge, 2006).

29) Jacques Derrida, trans by Peggy Kamuf, Psyche: Inventions of the 
Other, Volume I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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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존재론과 다른 유령의 존재론을 제시하고 있다. “프시케”와 “영”, 

“마르크스의 유령” 세 권 모두 흐릿한 존재론을 다루고 있다. 전통 형

이상학의 존재론은 선명하다 못해 지독하게 분명했고 권력문제까지 끼

어들었다. 하지만 데리다의 후기 저서들은 존재의 문제들을 다루면서 

종교의 성령론처럼 흐릿하며 존재론 아닌 존재론을 주장하였다. 마르크

스의 “공산당선언” 서문의 유럽에 유령이 떠돌고 있다는 말에 응답하여 

만든 제목이 “마르크스의 유령”이다. 햄릿에서 유령이 계속 밤마다 등

장하여 햄릿의 고뇌가 깊어지게 한다. 유령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고 아

무런 영향력도 없다. 하지만 계속 등장하여 햄릿을 고뇌에 빠뜨린다. 

즉 없는 것이지만 존재하여 끝없이 고뇌와 괴로움을 제시하고 있다. 데

리다의 해체작업은 현상학적으로 일면만을 본 후에 미래에 다가올 나머

지를 기대하는 양상이기에 확정적이지 않다. 해체 비판했다고 기존의 

것을 대신해서 다른 것을 확정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유령이다. 전통 형이상학적 존재론을 비판했지만 그렇다고 부재

의 존재론은 아니다. 현존을 부인하지만 부재가 아니다. 이렇게 있음과 

없음 사이를 오가고 있다. 이것이 어긋난 조인트(out of joint)이다. 연

결되었으나 완전히 연결된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끊어져 분리된 것도 

아니다. 이러한 어긋난 결합부와 마찬가지로 존재론 역시 어긋난 상태

이다. 

이러한 어긋난 존재론, 유령의 존재론은 코라(Khora)에 대한 논의에

서도 등장한다. 코라는 어긋난 탈구된 결합부분이다. 데리다는 이를 "쩍 

벌어진 틈, 심연, 갈라진 틈"33)이라고 말한다. 공간이되 공간이 아니다. 

'장소 아닌 장소(groundless ground)인 것이다. 하지만 전통 형이상학

은 이러한 공간을 막으려 했다. "플라톤은 그것[코라]을 존재론적으로 

접근하여 그것을 침묵하게 하려 했다"34) 이러한 틈과 허공을 메우려는 

30) Derrida, Psyche.

31) Jacques Derrida, trans by Geoffrey Bennington and Rachel Bowlby, Of 
Spirit: Heidegger and the Ques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1).

32) Derrida, Specters of Marx.

33) Derrida, On the Name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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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는 끝없이 있어왔다. 캐서린 켈러(Catherine Keller)는 이러한 틈을 

메우고 혼돈(chaos)를 무력화시키고 무의 공간을 없애려는 존재론적 시

도에는 남성중심주의의 있음의 철학과 신학이 자리하고 있다고 비판한

다. 그래서 신학의 “무로부터의 창조론”(creatio ex nihilio)은 있음을 

위해서 무를 배제하고 없음의 이전 시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

이다. 이러한 틈새, 코라는 골절된 공간 아닌 공간으로 존재 아닌 존재

를 하는 것이다. 켈러는 오히려 이러한 코라와 틈의 카오스에서 풍부의 

신학(creatio ex profundis)35)를 찾는다. 그의 데리다 연구는 종교적 

차원을 열었지만 그에 머물지 않고 점점 신학적 차원으로 나오고 있

다.36) 이 점이 또 다른 신학 아니냐 혹은 신학비호적이라고 할 수도 있

는 점이다. 이 점 때문에 부정신학 논쟁에서도 또 다른 형이상학 혹은 

하이퍼-본질주의로 의심받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의심에도 불구하고 

간학문적 대화를 심화하였고 조직신학과 같은 꽉 막히고 숨쉬지 못하게 

만든 신학을 신시론(theo-poetic)으로 갈 수 있게 그의 철학적 눈물과 

기도는 역할 하고 있다.  

4. 마틴 해글룬트의 근원무신론적 데리다 이해

카푸토 등의 후기 데리다에 대한 종교적 이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반론을 제기한 사람은 마틴 해글룬트(Martin Hagglund)이다. 해글룬트

는 그의 “근원무신론 (Radical Atheism)”을 통해서 데리다의 윤리 종

교적 해석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다. 그는 데리다의 일관된 무신론을 주

장하고 이에 근거하여 자신의 철학을 발전시키고 있다. 

해글룬트는 자신이 주장하는 무신론은 전통적 무신론과 다르다고 주

34) Jacques Derrida, Position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75.

35) Catherine Keller, The Face of the Deep: A Theology of Becoming 
(Routledge, 2003).

36) 카푸토의 The Weakness of God 은 본격적인 신학적 저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전의 철학적 진술에 비해 이 책은 신학적 논점이 좀 더 분명하고 좀더 기독
교 신학에 관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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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다. 전통적 무신론은 유신론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신존재나 영원성

에 대한 부정으로 자기 정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통적 무신론에 

비해 자신의 무신론은 근본적이며 시간내적임을 강조한다. 그래서 근본 

무신론이라고 이름하고 있다. 근본 무신론은 전통 무신론이 유신론의 

상대개념으로 정위되는 것을 거부한다. 프로이트나 포이어바하 등의 종

교비판처럼 종교를 억압된 정신이나 인간욕망의 투사 등의 종교비판으

로 무신론의 위치를 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좀 더 깊숙이 종교개념 

자체 속에 내재한 영원, 완전한 신, 선 등의 개념 속에 있는 근본적인 

논리적인 자충논리들을 지적하려 시도한다. 이를 위해서 해글룬트는 근

원악(radical evil), 생존(survival) 등의 개념을 펼쳐간다. 

1) 영원과 생존
해글룬트는 데리다의 이중운동 사상을 기본으로 자신의 근원무신론

을 펼쳐간다. 데리다의 이중운동은 한가지 개념이 단면적으로 일차원적

으로 종결되지 않고 항상 개념 안에 끼어든 반대의미들과의 변증법적 

관계 속에서 형성 재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데리다는 절친이었던 

폴 드 만(Paul de Man)의 죽음을 통해서 애통과 행복의 이중운동을 설

명한다.37) 데리다는 드 만의 죽음과 어거스틴의 슬픔을 비교한다. 어거

스틴에 따르면 슬픔이란 이미 인생자체에 내재한 것이다. 인간이 유한

적 존재에 매여있는 이상 이미 인간에겐 불행 슬픔 애통이 내재하고 있

다는 것이다. “나는 불행했다. 그리고 사랑 때문에 죽을 존재들에게 매

인 모든 사람도 불행하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우리 마음은 갈

갈이 찢어진다. 그리고 깨닫게 된다. 불행은 이미 잃기도 전에 그 자리

에 있었다는 것을 말이다.”38) 슬픔이란 슬픈 일이 생겨서가 아니라 이

미 인간존재라는 죽음의 존재에 내재한다는 것이다. 해글룬트는 죽음의 

존재로서의 인간을 영원과 현재의 관계에서도 발견한다. 데리다의 재와 

37) Jacques Derrida, The Work of Mournig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3), 70.

38) St. Augustine of Hippo, Confessions (Penguin classics, 1961),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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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적으로서의 시간관과 동일하게 그는 현재라는 시간은 이미 과거라고 

본다. 현재라고 존재하는 순간 이미 과거라는 것이다. 만일 과거가 되

지 않으면 그 현재가 바로 영원이라고 지적한다. 즉 현재라는 시간은 

내재적으로 사라질 존재성을 함유한 것이다. 바로 이러한 현재의 연속, 

생존의 연속이 현재라는 것이며 인간은 그 현재 속에 산다는 것이다.  

데리다의 죽은 친구를 위한 애통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실재애통이 있

기 전에 이미 내재적 가능적 애통이 있었던 것이고 이미 친구와의 애정 

혹은 관계가 생기는 순간부터 애통이 작동한다는 것이다.39) 이미 우정

이 생길 때부터 헤어질 때가 내재 중이고 평생사랑을 만나는 순간 죽음

의 헤어짐이 온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어거스틴은 이 점 때문에 애통하지 않으려 한다. 그가 기독교인이 된 

것은 유한한 존재에 매임에서 영원성으로 전환한 것이기 때문이다. 어

거스틴은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성에 관심한다.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

도 사라지지 않고 신의 절대적 현재성안에 주어진다는 것이다. 사람이 

애통함은 유한한 존재에 천착했기 때문이다. 유한한 죽을 존재를 사랑

하는 것은 마치 모래에 물을 쏟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배

우는 것은 죽음의 존재성에서 분리하여 영원을 향하여 열망하는 것이라

고 해글룬트는 본다.40) 

이러한 영원에 대한 열망을 종교에서는 신앙이라고 부르지만 데리다

의 철학에서는 이런 영원의 열망을 인정하지 않는다. 해글룬트는 유한

성을 유한성으로 사랑하는 것이 전부이며 유한성 이상의 것은 없다고 

본다. 이 때문에 종교의 영원에 대한 열망이 자충하는 논리라고 본다. 

“영원을 향한 욕망은 욕망에 앞서고 그 욕망내적으로 충돌하는 생존의 

욕망을 감추고 있다.”41) 이렇게 자충하는 논리 속의 신앙의 영원에 대

한 욕망 대신 그가 제시하는 것은 생존이라는 개념이다. 해글룬트는 유

신론의 영원사상을 인간의 불사에 대한 욕망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39) Hagglund, Radical Atheism, 108-109.

40) Hagglund, Radical Atheism ,109.

41) Hagglund, Radical Athe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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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영원을 말하고 있는 순간 이미 죽음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거나 이미 

확정 지었다는 것이다. 인간은 이러한 유한성 때문에 영원 혹은 불사에 

대한 개념들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불사에 대한 욕망은 죽음에 대한 두

려움을 사라지게 하거나 생명에 대한 욕심을 만족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모든 생존의 형태들을 무화시킨다. 영원욕망은 죽을 생명의 시간을 무

로 만들기 때문이다.42) 해글룬트는 이러한 인간의 욕망을 지지해줄 신 

대신에 생존이라는 시간의 흔적으로 무신론적 대답을 하려 하는 것이

다. 해글룬트는 인생을 영원의 관점이 아니라 현재의 생존으로 본다. 

“산다는 것은 생존의 시간을 반드시 긍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또한 산

다는 것은 생존의 시간을 걱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생존이란 우리 혹은 

사랑하는 이가 죽어서 애통하는 때도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43)

여기서 해글룬트의 생존의 사상은 영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영원이 전제하는 것은 생명을 필연적으로 죽는 것으로 내적으로는 시간

에 의해서 잘려진 존재로 보기 때문이다. 생존이란 절대적으로 현존하

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과거 이후 남아

있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위해서 과거의 기억을 보존하는 것이다. 

해글룬트는 생명의 순간들은 생존의 문제이며 데리다가 말한 흔적의 구

조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흔적의 구조는 시간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자체로 현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지금은 존재

하는 순간 사라지는 것이고 흔적으로서만 남는다는 것이다. 이것을 유

적이라고도 부르는데 데리다는 사랑이란 유적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달

리 표현한다. 이는 유적 그 자체를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다. 사랑한다

는 것은 그 안에 이미 부서진 이후 즉 유적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 것

이다.44) 

42) Hagglund, Radical Atheism , 2

43) Hagglund, Radical Atheism , 122.

44) Jacques Derrida, “Force of Law” in Acts of Religion by Jacques Derrida 

and Gil Anidjar(Routledge , 2001),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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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교적 신과 무한한 유한성
해글룬트의 근원 무신론에서는 신개념 역시 영원이나 불사처럼 자충

하는 논리이다. 유신론에서 신은 절대타자이며 모든 악과 고통, 시간의 

문제와 무관한 예외적 존재로서 다뤄진다. 하지만 해글룬트는 그것 자

체가 이미 문제 있는 논리라고 주장한다. 해글룬트에게 타자는 유한한 

존재이다. 타자가 경험한 것, 본 것, 느낀 것을 누군가가 대신할 수 없

다. 그 경험은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다. 하지만 해글룬트는 이것

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그는 유한성을 제한적으로 보지 않고 생명

의 무한한 유한성(the infinite finitude of life)으로 본다. 타자가 갖는 

경험은 그만의 것이다. 그래서 그는 한 사람의 죽음은 그만의 죽음이 

아니라 세상의 종말로 본다. 죽음이란 그 사람만의 세계가 끝난다는 것

을 의미한다고 하겠다.45) 그래서 타자의 제한성은 공유될 수 없고 고유

하다. 유한하기에 즉 죽을 존재이기에 그 존재성 즉 경험은 극복되고 

재생될 수 없는 고유함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타자라는 것이

다. 

데리다에게 신이라는 개념은 있을 자리가 없다. 전통유신론에서 신은 

모든 유한성과 무관한 예외적 존재이다. 죽음이나 유한성으로부터 예외

적 존재로 본다는 것이다.46) 그래서 전통 무신론 또한 동일한 이 틀 속

에 있기 때문에 진정한 무신론이 아니라고 본다. 그의 근본 무신론은 

욕망하는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유한하며 죽을 존재라는 주장에서 시작

한다. 유한성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여기서 유한성이

란 단어는 앞에서 살핀 것처럼 친구관계에서는 죽음, 배신, 사기, 폭력 

등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 이런 유한성에서 자유한 것은 종교에서는 신

뿐이라고 말한다. 신이란 완전한 친구이며 위의 유한성에서 자유하다. 

즉 자기만족적이며 자족적 존재는 자신 외의 것을 생각할 수 없다. 하

45) Hagglund, Radical Atheism, 111.

46) Hagglund, Radical Atheism,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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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바로 이 때문에 신에게는 우정이란 불가능하다. 신은 완전하기에 

오직 완전과만 관계한다. 이에 비해 우정은 유한하며 죽음의 존재이다. 

그래서 완전한 우정, 신적 우정이란 개념은 오히려 우정의 가능성을 파

괴한다. 참 우정이란 죽음을 제외한 상태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다.47) 이런 점에서 데리다의 해체철학에서는 완전무결하고 무한성의 신

은 있을 수 없다. 무한한 것은 유한성의 무한이며 그 유한성안에서 우

정, 행복, 사랑 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3) 근본 악(Radical evil)의 문제
악의 문제는 해글룬트의 근본 무신론을 보여주는 중요 논지 중 하나

이다. 데리다의 근본 악은 악 자체를 지칭한다기보다는 윤리개념의 상

관적 논리구조라고 하는 게 더 어울린다. 악이 있기에 선이 있고 선이 

있어서 악이 있다는 상대적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악이

라고 지칭하지만 살인과 아우슈비츠의 비극과 같은 악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다. 다만 무엇이 될지 모르는 비확정성과 가능성의 양가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는 게 더 분명할 것 같다. 

근본 악은 전통적 악개념과 대비된다. 성 어거스틴은 악을 존재로서 

보지 않는다. 성 어거스틴에게 신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했지만 악

은 존재가 아니며 결여이다. 그래서 악은 아무런 존재성이 없으며 선의 

결여가 악이라는 이름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므로 악의 가능성은 인간

의 자유의지에 기인한다. 인간의 선을 결여한 의지가 악을 가능하게 한

다는 것이다. 

칸트의 악 개념도 어거스틴과 유사하다. 악은 자유의지의 결과이며 

이로 인해 도덕법보다는 육감적 본성을 더 따르며 악의 활발함은 인간

의 힘으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전통적 악개념은 악의 원

인과 해결에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어거스틴처럼 악을 선의 결여로 보

는 관점은 그 원인을 인간의 자유의지로 본다. 이런 점은 칸트 역시 비

47) Hagglund, Radical Atheism,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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슷하다. 악을 자유의지의 결과이며 도덕법보다는 육감적 본성을 더 따

른다고 본다. 악의 원인을 인간에게 서 발견하고 해결하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데리다는 악의 존재는 부정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것

으로 본다. “최고의 악과 범죄의 무한한 가능성만이 최고의 선과 진실 

그리고 신앙의 가능성을 여는 것이다. 이 가능성은 무한하지만 유한성

의 가능성이다.”48) 악의 가능성 때문에 선의 가능성이 있고 최악의 가

능성 때문에 최선의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윤리라는 이름으로 

선을 전제하지만 악이 전제되지 않은 선은 없고 행복을 추구하지만 불

행의 가능성이 그 안에 존재하고 일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을 악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사랑은 악이다. 사랑은 악의 

수단이 되고 악은 항상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49) 악의 가능성은 

이미 사랑 받는다는 것 자체 안에 내재한 것이기에 사랑은 악이라는 것

이다. 근본 악의 관점에서 달갑지 않은 미완성, 불행, 슬픔, 죽음 등은 

다른 존재의미를 취하게 된다. “윤리가 존재하는 것은 뿌리깊은 부정할 

수 없는 악의 가능성 때문이다. 우리가 없애고 싶은 불행, 미완성 등은 

윤리, 정치 등의 완성형으로 부르며 보존하려는 것들의 일부분, 구성요

소라고 할 수 있다.”50) 미완성 혹은 제거 대상으로 보이는 불행, 악 등

은 실은 선, 윤리, 정치 등의 개념을 가능하게 하는 내재된 부분 중 하

나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데리다나 해글룬트가 말하는 악이라는 것

은 결코 윤리실천적 개념으로서의 악이나 법률적 의미가 아니다. 근본 

악은 상대적 가능으로서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절대적 순수 

지고한 절대선, 윤리, 선물, 사랑 등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건딜수없고 자연적인 안정성이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개념은 바로 안정성이라는 개념 속에 이미 

내포된 것이다. 안정성은 변할 수 없다는 게 아니다 개념적으로 항상 

불안정화될 수 있다.”51)

48) Derrida, Rogues, 153.

49) Jacques Derrida, The Politics of Friendship,(Verso, 2006), 257., 
Hagglund, Radical Atheism, 114.

50) Hagglund, Radical Atheism,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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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카푸토와 해글룬트의 논점

1) 타자를 환대할 수 있는가?
해체철학의 이중운동에서 데리다의 눈물과 기도를 발견한 카푸토와 

반대로 유한성에서 생명의 무한성을 발견하는 해글룬트는 많은 부분에

서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인다. 그 중 하나가 전적타자에 대한 부분이다. 

전적타자는 지배할 수 없고 통제를 거부하는 타자이다. 카푸토에 따르

면 전적타자가 전적타자가 되는 이유는 카푸토의 주장처럼 현상학적 미

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대와 열망이 가득하다. 그래

서 카푸토의 철학은 불가능성을 향한 열망(A passion for the 

impossible)으로 요약된다.52) 그는 해체철학을 “약속, 언약, 그리고 전

적 타자와의 연합의 아이”53)라고 해석한다. 전적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뤄진 언약 약속을 향해서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좀 더 

종교감성적인 언어로 바꾸면 “약속이 주는 열망은 해체철학의 핵심이며 

사랑 없는 세상 속에서의 사랑이다. 이 약속은 해체의 열망이며 자크 

데리다가 기도와 눈물을 흘리도록 하는 것이다”54) 이렇게 카푸토는 미

래로부터 다가올 현상을 기대하고 열망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소망

한다. 차가운 세상에서 심장을 다시 데워줄 철학이며 소망으로 보고 있

다. 그래서 그는 “오라(Viens)”라는 말을 통해서 기대하고 꿈꾼다. 종말

론적 기대와 대망이 가득하다. 그래서 카푸토에게 데리다는 메시야주의

자이며 선지자이다. “데리다는 예언자적이며 기독교적 신플라톤주의보

다는 유대교 예언자에 가깝고 종말론적이며 메시야적이다.”55) 유대적 

51) Jacques Derrida, Limited inc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88), 151.

52) Caputo, The Prayers and Tears, xvii. 

53) Caputo, The Prayers and Tears, xviii.

54) Caputo, The Prayers and Tears, x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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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를 둔 메시야적 대망이 가득하고 그리스 형이상학과는 오히려 거리

가 있다는 것이다. 카푸토의 메시야적 종말론적 기대의 인기를 사회적 

상황과 연관시켜 이해하기도 한다. 제이슨 포웰은 이러한 종말론적 대

망과 기대가 데리다 철학이 유럽보다 미국에서 더 유행하게 된 이유로 

해체의 약속에 대한 통찰은 사회적 분위기와 밀접한데 보수적 유럽보다 

미국은 진취성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 때문에 사회적 종말론 혹

은 대망사상이 유행하고 받아들여지는 근거가 되었다는 것이다.56) 이런 

이유였는지 데리다는 유럽과 자기 모국에서는 아웃사이더였고 사이비철

학자 대우를 받았으나 미국에서는 철학적 인기인으로 자리하고 주로 활

동한 것도 사실이다. 

해글룬트는 카푸토의 종말론적 기대에 대해서 한가지 중요한 약점을 

지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리차드 커니 역시 지적했는데 커니는 미래

에 올 전적타자가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는가를 고민한다.57) 반드시 하

나님이 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카푸토는 무시한

다. 커니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어떻게 장차 등장할 타자중에서 “참

과 거짓 예언자, 선과 악, 성령과 악령”을 구분할 수 있느냐는 것이

다.58) 전적타자의 도래에 있어 어떤 타자가 올지 어떻게 아느냐는 것이

다. 미래에 대한 낙관 심지어 그냥 덮어놓고 미래를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커니는 데리다가 우리를 공격하고 

도둑질할 강도와 우리를 치료하고 구원할 손님을 구분 지을 수 있는 기

준을 마련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동일하게 커니는 데리다가 결정지을 

수 있는 기준도 없음을 염려한다. 우리가 결코 확실하게 알 수 없고 분

명하게 볼 수 없고 가질 수 없다면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모든 인식은 혹시 모를 오류의 가능성에, 

모든 동일화는 동일화의 오류 가능성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비결정적 

55) Caputo, The Prayers and Tears, xxiv.

56) 포웰, 데리다평전 29.

57) Hagglund, Radical Atheism, 124.

58) Hagglund, Radical Atheism,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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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속에서 모든 결정은 의문시 된다.”59) 커니는 이 도래할 타자에 대

한 불안감을 단박에 해소하길 바라지만 해소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타

자의 성격에 기인한다. “타자가 정의되거나 인지되지 않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타자 신이 다른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 아니다. 주 이유는 본질

적으로 타자는 변화가능하고 충돌하기 때문이다”60) 타자는 초월적 성

격의 다른 차원의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타자의 지배되지 않는 특

징은 규정되지 않고 기대를 저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데리다

는 선으로 인식되는 선은 악이 된다고 말한다.61) 선의 가능성은 악의 

가능성이라는 위협과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데리다는 종교적 이상

인 절대적 순수한 신개념을 약화시킨다. 카푸토와 커니는 현존의 형이

상학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고 신을 그 위에 두고 있지만 실재는 절대적 

현존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다.62) 

2) 부정신학에 대한 논쟁
부정신학에 대한 이해는 후기 데리다의 종교성 이해에 있어서 크게 

논쟁되는 부분이다. 카푸토 등의 대륙철학자들은 해체철학의 등장에 새

로운 철학적 신학적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부정신학(apophatic 

theology)은 신에 대한 개념규정이 부적합하고 불가능함을 보임으로서 

신에 대한 참 이해를 찾는 신학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신학은 머물지 

않으며 끝없이 부정의 작업을 하게 된다. 이러한 부정의 운동은 해체철

학의 끝없는 미끄러짐과 자국의 운동과 유사한 부분들로 보였다. 데리

다는 “이름에 대하여(On the Name)”에서 언어는 흔적을 지우는 흔적

의 놀이이며 언어의 본질과 동일성에 의심을 던진다고 보았다.63) 언어

는 동일자와 반복의 재현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현존과 동

59) Hagglund, Radical Atheism, 125.

60) Hagglund, Radical Atheism, 125.

61) Hagglund, Radical Atheism, 125.

62) Hagglund, Radical Atheism, 127.

63) Derrida, On the Name.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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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의 해체에서 회의와 붕괴가 아닌 새로운 종교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실재 그의 형이상학적 존재론의 비판은 헬라적 신론이 아닌 아

브라함과 이삭의 신을 자유하게 한 것으로 이해된다. 부정신학과 해체

철학의 부정의 운동은 서로 깊은 유사성을 발견하게 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이 부분에 대해서 데리다는 조심스럽다. 카푸토가 당시 

교수였던 빌라노바 대학에서 열린 “종교와 포스트모더니즘”의 컨퍼런스

에서 그는 자신의 철학이 신학에 의해 끌려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

한다.64) 데리다는 해체는 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부정신학을 해체의 

끝없는 부정이 아닌 더 큰 긍정을 위한 부정 아니냐는 의심을 갖고 있

다. 부정신학의 부정의 부정이라는 방법은 부정 그 자체가 아니라 오히

려 존재 위의 존재 혹은 존재 그 이상의 다른 존재를 찾는 하이퍼-존

재론 아니냐는 것이다. 더 높고 더 순수하고 저 지고한 존재를 찾기 위

한 부정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부정신학은 부정이라기 보다

는 더 큰 긍정을 위한 신학으로 보인다는 것이다.65) 데리다 역시 이 부

분에 대해서 큰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에크하르트에 대한 각주

에서 이렇게 썼다. “신에 대한 부정의 담론은 단지 존재신론의 진술을 

위한 긍정신학적 측면일 뿐이다.”66) 부정신학은 해체와는 근본적으로 

목적과 방향이 다르다는 것이다. 비록 해체와 부정신학의 공통점은 존

재를 동일화 하지 않고 부정하지만 부정의 목적이 다르고 결과도 다르

다는 것이다. 무엇 “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다시 부정할 수 밖에 없는 

언어라는 공통점을 갖지만. 부정신학에서 신은 초월적이기에 제한하고 

정의하려는 순간 부정되는 것이다. 다만 부정신학은 초월적 신에게서 

우상을 제거하고 참 신만을 남기려는 것이 목적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

만 해체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신이 무한한 긍정으로 묘사되고 주장되

는데 비해 해체는 시간의 부정적 무한성이라는 것이다. 어떤 시간 순간

64) Shakspeare, Derrida and Religion, 4.

65) Caputo. Prayers and Tears.

66) Kevin Hart, The Trepass of the Sign: Deconstruction, Theology, and 
Philosophy (Fordham University Press, 2000), 193., Jacques Derrida, 
Writing and Differenc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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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없고 매번 사건 속에서 다른 순간 시간과 연결

된다. 이런 시간은 신담론과 같이 무한의 긍정으로 완료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해글룬트는 부정신학은 시간의 유한성을 초월이라는 논

리로 회피하면서 여전히 전통적 형이상학적 논리에 천착한다고 비판한

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케빈 하트(Kevin Hart)는 다른 의견을 내놓고 

변호하였다. 하트는 부정신학은 비형이상학적 신학이라고 말한다. 부정

신학은 신에 대한 긍정적 논설을 하지 않으며 그래서 부정신학은 신이 

존재도 비존재도, 현존도 부재도 아님을 주장함으로 긍정싱학을 해체한

다고 주장한 것이다.67) 하트는 위-디오니수스의 Corpus 

Areopagiticum을 인용하면서 “신은 현존도 부재도 아니고, 존재도 비

존재도 아니며, 하나도 아니고 다(多)도 아니다. 신은 자기결정의 전적

자유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기독교는 초기부터 이미 해체의 운동을 해

왔고 또한 형이상학적 존재론의 제한에도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다.68) 

하지만 이에 대해 해글룬트의 비판은 여전하다. 해글룬트는 하트는 

이미 한가지를 전제하고 논의한다고 지적한다. 존재의 유한성과 신의 

무한성이다. 하트는 존재는 유한하지만 신은 유한하지 않기 때문에 존

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

째 데리다에게 이 주장은 처음부터 문제이다. 데리다에게는 이런 전제

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해체는 무한한 유한성만이 존재하며 시간의 

흔적의 구조라는 것이다. 신의 무한성의 자리는 없다. 둘째는 하트는 

상충되는 논리를 주장한다는 것이다. 그는 신은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

지만 신을 완벽한 제1원인으로 이야기한다. 단일하고 절대적 속성을 가

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신은 형이상학적이지 않으며 완전하고 무흠

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탈형이상학을 이야기하지만 그것 자체가 이

미 형이상학적이라는 것을 잊고 있다. 하트는 신을 “자기결정의 주권적 

67) Hart, The Trespass of the Sign.

68) Kevin Hart, “Religion” in Understanding Derrida, edited by Jack 
Reynolds, Jonathan Roffe, (Bloomsbury Academic,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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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가진 존재”69) 라고 정의하고 바로 이에 근거해서 비형이상학적 

신관을 주장하지만 이것 자체가 형이상학이라는 것이다. 

위에서 살폈지만 해글룬트의 근본 무신론의 관점에서 볼 때 절대적 

분리와 인과에서 무관한 자유한 신개념은 가능하지 않다. 에크하르트의 

“초연”한 존재, 순수 절대자율적 제일원인이면서 자유한 존재는 근본악

을 간과한 것이다. 존재는 항상 생존의 시간의 가운데 있으며 존재하는 

것은 시간 밖에서의 무한이 아니라 시간 안에서의 무한한 긍정뿐이라는 

것이 해글룬트의 주장이다. “메시야적 소망은 시간적 생존 즉 이미 사

랑 안에는 미움을, 존재 안에는 유한성을 내재한 존재가 유한성의 사간 

속에서 존재하려는 몸짓을 소망 열망”70)으로 본다. 그래서 불가능에 대

한 열망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불가능성을 신으로 보는 해석이 틀렸다

고 본다. 

해글룬트의 근본무신론적 해석은 전통 유신론이나 무신론과도 괘를 

달리하면서 전개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지나치게 종교적으로 해석되고 

편향되는 데리다를 다시 자리로 돌리려는 철학적 노력이기도 하다. 이 

점은 높이 평가되었고 새로운 부분이다. 하지만 염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 우선 해글룬트의 근본악과 생명의 유한성의 무한성 등은 전통 무

신론 대신 근원적으로 새롭게 하려는 노력이지만 그러한 노력은 상대주

의와의 선을 넘나들고 있다는 것이다. 근본악이라는 개념이 가능하다면 

반대로 근본선이 가능하고 논리적인 대화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더

군다나 상대개념적 존재로서 근본악, 미완성, 윤리 등은 정치권력적 지

적으로서는 유효하지만 반대로 실천적 차원에서는 존재하는 실천조차 

파괴하거나 존재를 무의미하게 상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69) Kevin Hart, The Trespass of the Sign, xxii.

70) Hagglund, Radical Atheism,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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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후기 데리다의 사상에는 분명 종교적 차원들에 근접한 차원들이 존

재한다. 그래서 카푸토의 말을 빌려서 데리다의 철학은 열망하고 소망

하는 눈물과 기도가 묻어나는 철학인 것이다. 겉보기의 딱딱함과 복잡

성에 비해서 오히려 목마름과 눈물이 묻어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

다고 해서 곧 종교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데리다는 자신의 기도에 대

해 이렇게 말한다. “(자신의 기도는) 절대적 단수이며 비밀이며 공유할 

수도 번역할 수도 없는 것들의 총합이다. 또한 하나의 의식(ritual)인데 

일반적이며 지성적인 언어로 표현되는 것이다. 이게 내가 하는 방식의 

기도이며 지금도 하고 있고 항상 하는 기도이다.”71) 그는 비종교적이면

서 여전히 종교적 표현도 사용함으로써 반종교적 혹은 탈종교적이지는 

않다고 말한 것이다. 데리다의 철학이 기도인가 아닌가, 카푸토의 해석

이 무리한 억지이냐 아니면 가능한 해석이냐 하는 것은 여전히 진행중

인 논쟁이다. 다만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두 의견이 모두 상당한 동의

를 동시에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발전과 토론의 여지 또

한 많다는 것이다. 또한 종교와 철학의 간학문적 대화나 조직신학 등을 

대신하여 신시학의 등장이나 뜨거운 피가 흐르는 철학과 신학의 전개에 

분명 자유하고 새로운 노력임에 분명하다. 

주제어: 해체주의, 근본악, 부정신학, 후기 데리다 논쟁, 종교적 포스트

모더니즘

원고접수일: 2017년 5월  2일

심사완료일: 2017년 6월  9일

게재확정일: 2017년 6월 18일

71) Shakespeare, Derrida and Theology,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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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후기구조주의의 종교철학적 가능성연구:

존 카푸토(John D. Caputo)의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 연구 

중심으로

김이석(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이 논문의 목적은 해체철학자인 자크 데리다의 해체철학이 상대주의 

회의주의라는 오해를 넘어서서 종교적으로 이해가능한지를 살펴보고 또

한 동시에 이에 대한 무신론 주장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것이다. 해체철

학에 대한 종교적 해석을 시도한 존 카푸토는 해체를 심장 없는 시대의 

뜨거운 심장과 기도로 해석한다. 그의 해석은 대륙철학자들에게 큰 영

향을 끼쳤고 종교와 철학의 간학문적 대화에도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며 근본 무신론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마틴 해글룬트이

다. 그는 데리다 철학을 해석함으로써 근본악, 생존, 생명의 유한성의 

무한성을 주장하며 신 관념, 선, 영원 등의 절대순수관념의 불가능성을 

지적한다. 이를 통해서 무신론을 유신론의 상대개념이 아닌 독자적 개

념으로 정위지으려 한다. 양측의 의견은 결론 나지 않은 부분이고 양측 

다 근거 있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주제어: 해체주의, 근본악, 부정신학, 후기 데리다 논쟁, 종교적 포스

트모더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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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esearch for the possibility of 

religious philosophy of 

post-structuralism

: John Caputo’s study on Jacque Derrida

Isaac Kim(Seoul National Univ.)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ompare two different 

views on the deconstruction of Jacques Derrida: religious 

interpretation and atheistic one. Although the philosophy of 

Derrida has been misunderstood as relativism and skepticism, 

John Caputo reinterpreted him as a religious philosopher. He 

considers the deconstruction as a heart in a heartless world, and 

prayers and tears. His interpretation affects on many continental 

philosophers and contributes for the interdisciplinary conversation 

between theology and philosophy. On the contrary, Martin 

Hagglund disagrees on the religious view, and insists radical 

atheism. He articulates some conceptions like radical evil, 

survival, and the infinite finitude of life. By the help of Derrida, 

he indicates that the religious autoimmune conceptions such as 

God, the good, eternity are impossible, He tries to build atheism 

up radically, not a relative conception. The arguments between 

Caputo and Hagglund are still going on. It is hard to conclude 

which one is right, but it is certain that they are contribut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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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interdisciplinary conversation and development. 

Key words: deconstruction, radical evil, negative theology, later 

Derrida, religious postmodernis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