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막스 뮐러로부터 비롯해서 종교학사 내내 신화는 종교 연구의 중심적인

주제였다. 그래서종교학연구자에게신화를종교현상의일부로연구하는것

은당연하게받아들여진다. 그러나한국사회에서그러한생각이꼭자연스러

운것은아니다. 신화가문화적유행으로서사회적관심을받게되면서, 신화

와신화에대한설명은종교와필연적인관계를갖지않으면서성장해왔기때

문이다. 어느덧신화학은종교학보다덩치가커졌다. 현재인터넷서점의도서

분류에는이러한사정이극명하게드러난다. 대부분의서점에서종교학도서

가“인문학>신화학>종교학”이라는체계로분류되어있는것이출판계의염연

한현실이다. 어찌보면종교학이신화학의하위범주가되어버린종교학의굴

욕(!)으로느껴지기도하고, 좀비굴하게안위한다면신화학이라는잘나가는아

들덕에종교학이그동안염원하던인문학코너에진입하게되었다는생각도

하게된다.

신화학은종교학과마찬가지로문학, 철학, 인류학, 사회학, 심리학등여

러학문분과가중첩되는분야이다. 우리나라에서문화적유행에편승하여신

화학이성장하는동안여러분과들의목소리가합쳐졌는데, 그안에서종교학

의목소리는생각만큼활발하지는않았다고생각된다. 종교학의목소리는많

은저서들이번역된엘리아데를통해서전달된것이거의전부였다. 그동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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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학, 신화학을말하다

《20세기 신화 이론》, 《신화 이론화하기》, 《다른 사람들의 신화》

방 원 일



러한상황이아쉽게느껴진것이사실이다. 엘리아데의목소리가제대로전달

되었느냐의문제는논외로하더라도, 엘리아데이후의세대가담당하는지금

의종교학에서신화에대해생각하는것이엘리아데가생각하는대로가아닐

진대, 도대체지금종교학자들이신화에대해어떻게생각하고있는지가분명

히정리되어전달되지않고있기때문이다. 다시말하면, 신화에대한다양한

분과의이론들을오늘날종교학의자리에서정리하여발언하는일이요청되어

왔던것이다. 예를들면, 《신화이론화하기》의번역자이기도한김윤성선생님

이종교학수업에서신화이론을가르칠때의고민을말씀하신것이생각난다.

“한주는엘리아데의신화이론을가르치고, 한 주는롤랑바르트의신화론을

가르쳐. 그런데완전히다른두신화개념을학생들에게어떻게조화시켜서가

르칠수있을까?”

이러한상황을생각해볼때최근이년남짓한기간동안종교학계의대표

적인 신화 이론서들이 한꺼번에 번역 소개된 것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다.

“학계에서는많은비판을받고있지만대중들에게는여전히인기가높은조셉

캠벨과미르체아엘리아데의비교신화학에대한대안적인신화학서적”1)이라

고할만한이책들은, 이반스트렌스키의《20세기신화이론》, 웬디도니거의

《다른사람들의신화》, 브루스링컨의《신화이론화하기》이다.2) 이서평은번역

자들의노력에의해신화에대한종교학의중요한이론적성과들을우리말로

누리게된행복한상황을축하하는의미에서기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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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윤성, 〈서평: 야무지게종교학에입문하기〉, 《종교문화연구》제11호(2008년 12월), 166쪽. 
2) 이상의 번역서와 원서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반 스트렌스키, 《20세기 신화 이론: 카시러·말리노프스키·엘리아데·레비
스트로스》, 이용주 옮김,이학사, 2008; Ivan Strenski, Four Theories of Myth in Twentieth-century History: Cassirer, Eliade, Lévi-
Strauss, and Malinowski, Iowa City: University of Iowa Press, 1987. 
웬디 도니거 오플래허티, 《다른 사람들의 신화: 잃어버린 신화의 회복을 위한 타자의 신화 이해하기》, 류경희 옮김,청년사, 2007;
Wendy Doniger O’Flaherty, Other Peoples’Myths: The Cave of Echo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5[1988].
브루스 링컨, 《신화 이론화하기: 서사, 이데올로기, 학문》, 김윤성 & 최화선 & 홍윤희 옮김, 이학사, 2009; Bruce Lincoln,
Theorizing Myth: Narrative, Ideology, and Scholarship,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9. 



엄밀히말하면이세권의책들이동일한쟁점을다룬다고할수는없다.

스트렌스키의《20세기신화이론》과링컨의《신화이론화하기》가‘신화학자’

들에대한책인반면에, 도니거의《다른사람들의신화》는‘신화’와신화를누

리는삶을다루는책이라는차이가있다. 하지만링컨의책이신화학자들에대

한이야기를하면서도신화학자들이다룬‘신화’에대한구체적인이야기를하

고있고, 반면에도니거의책은신화에대한이야기를하면서도필연적으로신

화를이론적으로다루는‘학자’의이야기를포괄하고있기때문에겹쳐지는영

역이존재하는것역시사실이다. 이서평에서각각의책들이담고있는신화

에대한풍성한이론적논의들을개괄하는것은무리일것이다. 그보다는세

책에서비교적겹쳐진다고생각되는‘신화학자’에대한이야기에초점을맞추

고자한다. 이논의는엘리아데가종교학에남긴지적인자산을어떻게활용할

것인가라는, 종교학의반복되는쟁점과자연스럽게연결되기도한다.

Ⅰ. 신화학자들의삶과학문에대한풍성한정보

이반스트렌스키의《20세기신화이론》은 20세기신화연구의네대가, 카

시러, 말리노프스키, 엘리아데, 레비스트로스의 이론을 내적인 콘텍스트(학사

의맥락)와외적인콘텍스트(정치적맥락)와의관련아래탐구하는연구서이다.

이연구를통해서, 우리는그동안사전정보없이영화를보는것처럼‘날것으

로’주어졌던대가들의이론들이어떤사연을갖고만들어진것인지이해할수

있는기회를얻게된다. 예를들면다음과같은질문들에대한대답을나름대

로갖게되는것이다. 카시러는왜정치적신화의문제에몰두하였는가? 말리

노프스키가인간삶의기본적인욕망과신화를연결시켜서설명하게된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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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무엇인가? 엘리아데가말하는‘역사’에는그의어떠한경험들이담겨있는

가? 레비스트로스가신화의논리적측면을강조하는이유는무엇일까? 

물론콘텍스트를제공하는것이위의질문들에대한답을직접알려주는

것은아니다. 하지만내가엘리아데저작을읽으면서‘역사’가생경한용법으

로사용되었던것에당황하고레비스트로스저작을읽으면서왜이렇게신화

가도표화되어야하는지의아해했던경험들을떠올려볼때, 스트렌스키저작

에서알려주는내용들은내가가졌던의문들을해소하는데출발점이되는기

본적인정보라는점에서고마움을느끼게된다. 나는이책을통해서다른곳

에서는잘알수없었던귀중한정보들을많이얻을수있었는데, 이점은책후

반부의엘리아데와레비스트로스에대한부분에서두드러진다. 특히 6, 7장에

서레비스트로스를다루면서뒤르케임학파와의연관성을설명한부분이야말

로작가의강점이드러난다고생각한다. 보통레비스트로스의학문적배경이

라고 하면 야콥슨의 구조주의 언어학과의 관련성을 언급하는 정도가 보통인

데, 스트렌스키는다른곳에서듣기힘든프랑스사회학파와의관계를치밀하

게해설해주어가려웠던부분을시원하게긁어준다. 뒤르케임의직계제자는

아니면서도레비스트로스가뒤르케임의의제를계승한부분, 그러면서도뒤르

케임의전통중에서도받아들인부분과반대한부분들을분명하게정리한것

은이저작의분명한기여라고생각한다.

4, 5장에서엘리아데에관련된정치적상황에대해잘정리해놓은것도

종교학도로서눈에띄는부분이다. 흔히엘리아데의정치적배경을언급하는

것은그를정치적으로연루시키기위한것이라고생각하기쉽다. 예를들어엘

리아데는“종교적색채가강한‘부드러운파시즘’을택한”, “1930년대의루마

니아파시즘운동의한이론가였다”고가혹한평가를내린박노자의비판을떠

올릴수있을것이다.3) 그러나내가읽은바로스트렌스키는그러한식의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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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상당히신중한태도를보인다. 그는 엘리아데의소설과일기그리고다른

기록들을통해서 1930년대루마니아의정치적상황, 엘리아데와친분이있었

던우파민족주의자들과사상가들에대해상세히알려준다. 그는엘리아데가

처해있었던상황을보여주는데주력하였으며, 적어도그가제공한정보를통

해내가도달한생각은박노자식과는다른것이었다. 나는엘리아데가왜이

데올로기적혐의를받는지정황을이해할수있게되었고엘리아데가매달린

역사와신화의대립이라는주제의식이어떻게형성되었는지이해하는데도움

을받긴했지만, 그럼에도역사적정황을엘리아데의학문개념에직접연결하

는것이섣부르다는생각도동시에갖게되었다. 그런식의이해가스트렌스키

가의도한것인지는분명치않지만, 맥락과이론사이의연결에대한스트렌스

키의설명이미약하기때문에판단은독자의몫으로남겨진것으로보인다.

스트렌스키가이저작에서제기한질문은“삶이학문에어떻게스며들어

있는가?”이다. ‘스며듦’이낭만적으로느껴진다면‘영향’이라든지‘결정’이라

고강하게표현해도좋을것이다. 여기서중요한것은‘어떻게’이다. 우리손에

는엘리아데의‘학문’과스트렌스키의연구가전해주는엘리아데의‘삶’이주

어져있는데, 이둘간의관계가‘어떻게’맺어지는지에대한고민은우리에게

남는다. 스트렌스키의글에서이‘어떻게’의문제는미완으로남아있기때문이

다. 그는루마니아우파들이공유했던전통주의가엘리아데가추구한우주적

가치의‘기준’이되었다고결론을내리며, 다른대목에서는엘리아데의학문적

비전과루마니아전통주의의‘연결’, 엘리아데의‘삶과글이혼융됨’을언급한

다.4) 그러나그가정보를조사하여알려줄때의철저함에비하면, 둘간의관계

성에대한결론은잠정적인것에가깝다는것이내느낌이다. 어쩌면스트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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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노자, 〈불교와파시즘의기묘한만남〉, 《한겨레21》, 제412호(2002년 06월 13일).
4) 스트렌스키, 《20세기신화이론》, 192쪽, 222쪽, 236쪽.



키는 시대적 상황이라든지 학자들의 개념과 비슷한 당대 사상을 보여주기만

해도명백히관련성을밝힌것이라고생각했을수도있고, 아니면그보다는신

중한태도를취한나머지언급을아꼈을수도있다. 나는후자의가능성이더

높다고생각한다. 그것은브루스링컨이뒤메질과아리안주의의관련성을탐

구하면서언급했듯이, 엘리아데와같은창조적학자가, “비범한학식과섬세함

을갖춘학자가받아들인입장은분명중층적으로결정된것(그래서단정적으로

인과관계를말하기힘들다는것)”5)이기때문이다.

스트렌스키는명쾌하고때로는도발적인문장을통해글을진행한다. 그

러나정작이책의가장핵심적인주장, 즉이론을이해하기위해서는콘텍스

트를아는것이중요하다는주장은밋밋하게들린다. 그의 주장은네학자의

이론형성과정에서역사가개입하는양상을‘20세기유럽’이라는특수한상황

으로한정했다는점에서더욱조심스러워진다. 삶과학문의관계는특수한상

황에대한고찰을넘어일반화시켜서탐구될가치가있다. 이것은링컨의저작

에서본격적으로이루어진다.

Ⅱ. 이데올로기로서의신화, 엘리아데와의결별

스트렌스키가 학문과 시대 상황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던 반면에, 링컨은

그문제의식의연장선상에서둘간의관계가‘어떻게’형성되는지를설명하는

모델을정교화시킨다. 스트렌스키가 20세기유럽학자들의작업에시야를한

정한반면에, 링컨은신화에대한담론이형성되는그리스로, 그리고낭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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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링컨, 《신화이론화하기》, 230쪽. ‘중층적으로결정됨’(overdetermined)은 번역서에서‘과잉결정’으로옮겨졌다.



와신화연구가결합하여아리안신화를형성하는종교학사초기에서부터현대

종교학까지시야를확장한다. 링컨스스로밝히고있듯이《신화이론화하기》는

스트렌스키의작업을선행연구삼아그것을보충하고심화하는작업이다.6) 그

런데그심화의정도는나의상상을초월하는것이다. 뛰어난학자의글을읽

을때면그를본받고싶다는욕망이들기마련인데, 이상하게도링컨의작업을

대할대면본받을엄두가나지않는다. 그리스고전부터시작해서세계의고전

문화권과유럽지성사를넘나드는광활한, 그러면서도극히간명한그의논의

의방대함은학자의꿈을키우는나를기죽게하기때문이리라. 

링컨이역사적상황과이론의관계를설명하는방식을진척시켰다고했는

데, 그것은패러다임이라고불러도무방한, 학자들이공유했던‘이론적신화’

의형성을밝히는방식으로이루어졌다. 이책의머리말, 제2부, 에필로그를관

통하는중심적인주제는‘아리아인가설’(현재의인도-유럽인가설)이라는이데

올로기적인이론구성물의형성이다. 낭만주의이후많은학자들이이담론의

바탕위에서작업하였다는점에서민족주의와결부된역사적인조건과관계를

가진다. 링컨은이틀을바탕으로학자들의구체적인개념과자료분석이이데

올로기적인성격을갖는지를반성적으로탐구한다. 키펜베르크가지적하였듯

이, 스트렌스키가단순히외부콘텍스트에역사의폭력을위치시켰던반면에

링컨은이폭력이학자들이공유한가설에내재한다고설명을정교화했다. 학

자개인의능력보다우위에있는학문적신화의힘을강조함으로써주체성에

대한물음에해답을제시한것이다.7)

그러한의미에서《신화이론화하기》의주된주제는학자들이지녔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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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링컨, 《신화이론화하기》, 11쪽. 
7) Hans G. Kippenberg, Discovering Religious History in the Modern Age, tr. by Barbara Harshav,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2, x. 



화적인이론’이다. 하지만이책은학자들에대한이야기와더불어신화에대

한링컨특유의분석과사례를풍부하게제시한다는강점을지닌다. 7장에서

제시하고있듯이, 링컨은뒤르케임과모스의분류체계의형식으로서의신화

이론에주목하고, 그것이뒤메질과레비스트로스를통해계승되는이론적흐

름을따른다. 그결과링컨에게신화는“서사형식으로된이데올로기”이다.8)

링컨이생각하는신화는레비스트로스의것처럼지적인구조물의양상이강조

된다. 이러한의미에서링컨이이책에서제시하는신화를논리적취향이강한

신화개념, 즉‘이론적인신화’라고불러도무방할것이다.

이쯤에서 앞서 언급했던 김윤성 선생님의 질문을 다시 떠올리도록 하겠

다. 엘리아데식의신화개념과바르트식의신화개념앞에서우리는어떠한

선택을할수있을까? 내생각을이야기하자면두개념을조화시키는것은불

가능하다. 이것은바르트식, 그러니까신화의이데올로기적성격을강조하는

사회과학적신화개념을택하느냐, 엘리아데적인개념을유지하느냐의양자택

일의문제이다. 링컨과도니거는현대종교학자가선택할수있는두선택지의

예를보여준다. 링컨은명백히엘리아데의개념을버리고이데올로기적인신

화개념을택하고, 그개념을고대그리스까지소급시켜서전통적인사례들에

일관적으로적용하는작업을보여준다. 반면에도니거는엘리아데식의개념

을유지하면서현대의상황에서도끈질기게그개념이유지될수있음을보여

주고자한다.

그렇다면 (이책에서덜중요한부분일수도있지만) 링컨의선택이드러나는

부분을조금더살펴보도록하자. 그는이책이“한때의식이부족했다는점을

만회하고이를고치기위한시도”임을밝히며책을시작한다.9) 이것은그자신

2 8 2 _ 종 교 문 화 비 평 1 6

8) 링컨, 《신화 이론화하기》, 243-45쪽. 뒤르케임 학파의 신화 이론이 레비스트로스에 전달되는 과정은《20세기 신화》6장에 자세
히서술되어있다. 



의정치적인순진함에대한자각을말하는것이지만, 그의자각에는엘리아데

에대한평가도포함되어있다는것이나의생각이다. 그는 7장에서세계대전

이후신화연구의동향을개괄하면서엘리아데의신화연구가이데올로기적문

제에서자유로울수없음을지적한다. 그는엘리아데의‘시원적(archaic)’이라

는범주에는아주문제가많다고언급하고,10) 급기야는엘리아데포기선언을

하기에이른다.

1945년이후지배적이었던모델이나방법중어느것도그냥그대로받아들일

수는없어보인다. 또오늘날의지적활동도이미다른방향으로돌아섰다. 이러

한상황을고려할때, 엘리아데의학문을특징짓는결점이실제적이고심각하

다고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자각은 내게 쓰라린 아픔을 주었

다……나는그분이추구했던그런종류의연구에는제한적인미래만이있을뿐

이라고생각한다.11)

링컨은 엘리아데와 레비스트로스에 대해서는 스트렌스키의 작업과의 중

복을피하기위해본격적으로서술하지않기때문에, 그가왜이렇게엘리아데

에대해강하게부정적평가를내렸는지자세한이야기를들을수는없다. 다

만그비판의강도와는별도로, 우리는링컨이이론적입장을정립하는데엘리

아데를포기하는것이필연적인것이었을읽어낼수있다. 링컨의학문적이력

을되새기는것은여기서간단히할수있는일은아니다. 다만그의초기저작

인《고치에서날아오르기(Emerging from the Chrysalis)》만해도의례에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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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링컨, 《신화이론화하기》, 12쪽. 
10) 링컨, 《신화이론화하기》, 236쪽. 
11) 링컨, 《신화이론화하기》, 243쪽. ‘제한적인미래(limited future)만이 있을뿐’이라는표현은내가수정한것이다. 번역서에는‘별
다른미래가없다고생각한다’고다소강한표현으로번역되어있다.



상징들의우주론적인의미를강조하는엘리아데적인해석의영향이짙게나타

났다는점을지적하고싶다.12) 이후그의작업은신화의분류체계적속성, 정

치적담론으로서의역할을강조하는쪽으로발달하였다. 《신화이론화하기》의

엘리아데서술에는링컨의그간의학문적발달과정, 그리고방향선회가반영

되어있다고생각된다.

그렇다면 엘리아데를 버리지 않고서 신화 이론을 구성하는 길은 무엇일

까? 그길을보여주는것이바로웬디도니거의신화학작업이다.

Ⅲ. 잔존하는신화를향유하는현대인의삶

웬디도니거의《다른사람들의신화》는신화에관련된종교학의쟁점들을

정교하게풀어나가는일곱개의이야기로구성되어있다. 이책에담긴풍부한

이야기들중에서도, 이글에서는이론적작업과연관성을가지는 1, 2, 6, 7장

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앞에서 논의한 학자들과 도니거의 태도를 비교하도록

하겠다. 

링컨이신화를‘서사형식의이데올로기’로서강조하였다면, 도니거가신

화에서강조하는것은‘중요한이야기’로서의측면이다. 그녀가정의하는신화

는“중요한의미를발견하는한무리의사람들에게성스럽게여겨지는, 공유된

이야기”이다.13) 신화가사람들에기억됨을통해삶에서중요한의미를가진다

는엘리아데식의신화이해가보인다. 문제는이러한전통적인신화개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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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Bruce Lincoln, Emerging From the Chrysalis: Rituals of Women’s Initia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1. 

13) 도니거, 《다른사람들의신화》, 74쪽.



현대사회의신화를어떻게설명할것인가인데, 도니거가현대의신화의상황

을 설명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사용하는 개념은‘신화의 키치’(mythological

kitsch)14)이다. 현대사회에서신화가존재하는다양한양상이이용어를통해

설명된다. 신과악마의대결을묘사하는인도영화들, 《마하바라타》의주인공

이 등장하는 만화, 성자 챠바나를 동원한 회춘약 광고, 마네킹으로 만들어진

신들이들어있는동물원우리, 물속에넣으면그리스신화주인공이나타나는

제품‘인스턴트신화’, 그리고통속드라마에등장하는신화적주제등,15) 신화

의키치들을훑는도니거의시선은경쾌하다. 하지만그녀의서술에서통속적

예술품을의미하는‘키치’의경멸적인함의는엄연히존재한다. 그녀는신화의

키치에는종교적질문이라는, 전통적신화에존재하는본질이결여되어있다

고주장한다. 신화의키치는고전과대조되는관점에서서술된다. 도니거자신

이밝히고있듯이, 현대대중문화에서신화의존재양상을신화의키치로표현

한것은, 신화의잔존, 위장된신화, 더나아가상징의유치화(幼稚化, infantiliza-

tion)라는엘리아데개념의연장선상에있다. 조금더감각적으로표현했을뿐,

현대문화속의신화에대한엘리아데의입장이거의그대로나타나고있는것

이다. 사실신화의키치는‘신화의잔존’만큼이나현대문화를서술하기에딱딱

하고비관적인개념이라는것이내생각인데, 내가알기로는도니거의후기저

작에서는그리많이활용되는개념이아니다. 이후 저작에서이대목에대한

도니거의태도는좀더유연해져서, 대중문화를통해신화가새로이창작된다

는점을강조하는입장을보여준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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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번역서에서‘키치’는‘비속한작품’이라고번역되었다. 
15) 도니거, 《다른사람들의신화》, 100쪽. 
16) 다음을 참고할 것. Wendy Doniger, The Implied Spider: Politics and Theology in Myth,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8; Wendy Doniger, “Post-modern and -colonial -structural Comparisons,”in K.C. Patton & B.C. Ray eds., A
Magic Still Dwell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0. 



이책의제목에는현대사회에신화가위치한흥미로운맥락이제시되어

있다. 그것은바로다른사람들의신화를향유하고있는상황이다. 이점은전

통적인신화이해를지향하는이책이직면한도전적인상황이기도하다. 도니

거는다른사람들의신화를즐길수있는이상황을축복으로묘사한다. 7장의

크라쿠프의랍비이야기가말해주듯이, 남의신화를통해자기신화의진정한

의미를깨달을수있는기회를얻기때문이다. 그것은유대인이면서도인도신

화를자신의신화로경험하며삶의의미를풍요롭게누리고있는자신의경험

이기도하다.17) 그러나나는도니거의이상적묘사가다소불편하다. 그녀는다

른신화들의‘주어짐’을당연한것으로수용하는데, 이점은종교다원주의를

개인의자유로운선택이가능한시장모델에입각해서이해하는미국학자들

특유의낙관주의와맥을같이한다고보인다. 시장모델에따르면종교들은선

택할수있는여럿중의하나로주어진다. 그러나동등한기회가주어지는선

택은이상론일수밖에없다. 다른 신화의‘주어짐’에있어서상황이공평하지

않다는것은, 그리스신화만을편중되게받아들이는우리나라의신화붐에서

도명백하게드러난다.18)

앞서말했듯이도니거는신화가한무리의사람들에게공유되는것이라는

전통적인신화개념을제시한다. 그런데‘다른사람들의신화’는그것이배태

된공동체와의연결이상실된, 탈맥락화된신화이다. 공동체가아니라개인이

단위가되어탈맥락화된신화를선택적으로수용하는것은분명전통적인신

화이론에는존재하지않았던새롭고모험적인상황이다. 도니거의표현을빌

면, 전통적인성스러움에대한감각을상실하였으나새로운양상으로성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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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도니거, 《다른사람들의신화》, 42-49쪽. 
18) 김현자, 《신화, 신들의역사인간의이미지》, 책세상, 2004, 10쪽. 



움을경험하는‘재신화화된사람들’이라는, 신화를수용하는새로운인간집단

을가정해야하는실험적상황인것이다. 이런불확실한정황에도불구하고도

니거가 낙관론을 밀고나가는 뚝심의 근저에는 신화의 보편성에 대한 믿음이

존재한다. 그녀는한아일랜드사냥꾼이하늘이오리로가득찬것으로보일

정도로만취한상태에서총을쏘아(사실은하늘에한마리있던) 오리를잡았다는

‘다원주의오리사냥’이야기를들려준다.19) 굉장한낙관론이다. 이것은우리

앞에놓인많은신화들은‘단일한’문제에대한여러개의답에해당한다는, 신

화의보편적기반에대한도니거의믿음에의해가능한인식이다. 이 믿음은

원서의부제이기도한‘(다양한) 메아리가울리는 (하나의) 동굴’은유를비롯해

여러이미지로나타나는데, 책마지막부분에서는‘신화의기관차고’이미지로

제시된다.

신화는낯선문화사이의가교로서기능할수있을것이다……이다리들의네

트워크는기차가어떤선로로든통과할수있도록철도의모든선로가만나는

것인원형의기관차고(roundhouse)에견줄수있을것이다. 신화의기관차고는

우리가한사람의실재선로에서다른사람의실재선로로그들모두를표현하

는신화를통과해움직일수있는장소이다. 이기관차고는세계의모든신화들

이함께모이는일종의동굴, 즉공동의장이다.20)

이것은도니거에게핵심적인은유이다. 그래서이후의저작인《숨어있는

거미(Implied Spider)》에서이은유는더욱세련되고방어가능한형태로다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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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도니거, 《다른사람들의신화》, 318-19쪽. 
20) 도니거, 《다른사람들의신화》, 358쪽.



져서제시된다. 

링컨과 도니거의 작업을 비교해보면 신화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뚜렷하

다. 링컨은서사형태의이데올로기로서의신화를주장한다. 신화의정치성을

강조하는것은바르트의현대신화분석에서전형적으로나타나는주제인데,

링컨은엘리아데와결별하고레비스트로스의도움을받아이주제를전통적인

신화분석으로확대하는시도를보여준다. 도니거는소중한이야기로서의신

화를주장한다. 이것은신화의보편적가치를이야기하는엘리아데의견해를

현대의신화의상황과학문의상황에서도지켜나가는노력이다. 전통적인신

화개념을현대의새로운맥락에서유지하는것에는적지않은위험이뒤따르

지만도니거는노련한방식으로이모험을즐긴다. 두저자의책은현대종교

학이신화학을논하는두가지방식을뚜렷하게보여준다. 두방식을대표하는

저작들을우리말로소유하게된것을계기로, 종교학이신화에대해발언하는

방식에대한고민이더욱치밀해지고풍성해질것을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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