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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머리말 

이 글은 뒤메질의 연구 전반에 대한 비판적 행가나 신화학에서의 그의 

위치훌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쓰여진 젓이 아니다. 이러한 작업은 국내에서 

의 뒤메질어l 대한 이해 및 연구 상황으로 미루어불 때 지금으로서는 시기 
상조이다 

종교사가인 뒤메질(Georgεs Dumézil, 1898-1986, 프랑스)은 35개의 인도 

-유럽어률 습득하여 방대한 양의 인도-유럽 신화훌 붐석하였다. 그리하여 

그가 사팡하기 전까지 수십 권의 인도-유럽 신화 연구서롤 처슐하였다 그 

런데 뒤메질의 신확 연구서들은 인도-유럽 전 지역의 개별 신화물율 분 

석 • 셜명하는 작업인지라 각 지역의 신화 내용울 모르면 읽기가 어려울뿐 

더러， 얽더라도 저자가 보여주고자 하는 비훨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들다. 

게다가 그의 저서들은 프랑스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국내의 신화 연구자 

들이나 신화에 관심가진 특정 인도-유럽 지역학X많은 대개 그에 관한 연 

구 논문들인 이차 자료얽 의존해 뒤메질올 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자칫 뒤메질에 대한 극히 단면적이고 띠상척인 이해나 왜곡된 이해률 초래 

할 우려가 었다. 국내의 몇몇 연구 분야에서 조금씩 소개되기 시작하는 뒤 

때질의 3기능 이데옳로기 개념과， 구체척인 사례 분석에서 그 적합성을 검 

* 서옳대 강사， 종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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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하지도 않은채 그 개념올 적용하는 경우들올 불 때， 이것은 단지 기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설체로 얼어나고 있는 상황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국내 상황에서는 뒤메질의 작업 전반에 대한 연구나 비판적 명가 이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단계， 즉 뒤메질에 대한 옳바른 이해의 과정이 었어야 

한다. 

20세기 후반부터 급격히 증대되는 신화에 대한 대중적 • 학문적 관심‘ 신 
화혜”서 인도-유럽 신화가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인도-유럽 신화 및 문명 

의 이해에서 뒤메질의 신화 연구의 중요성과 그 공현 퉁을 고려할 때， 필 

자는 이제 국내에서도 뒤메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 

올 느꼈다. 이 논문은 바로 이러한 필요성에서 나온， 끄리하여 먼저 국내에 

뒤메질을 올바로 소개시키고자하는 소박한 목척을 가진 작업의 첫 단계이 

다. 

문화적 실재로서의 신화의 변별적 특성들율 파익하고， 또 신회흘 만들어 

내는 인간의 독특한 사유인 신화적 사고의 활동들올 이해하려는 본격적인 

시도 다시 말해서 신화 자체를 체계척이고 종합척으로 이해하여 인간의 한 

존재 방식올 따악하려는 시도인 신화학은， 언어학과 마찬가지로， 서구에서 

인도-유럽어족에 대한 관심이 비둥했던 19세기에 탄생했다. 신화학과 언어 

학은 역사 • 문현학의 전훔 속에서 인도-유렵이라는 연구 영역올 공유하면서 
각각 비교신화혁'(Comparative Mythology)과 비교문법(Comparative 

Grammer)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이 두 학문은 20세기 초에 각기 서로 다 

른 문제들에 봉착하여 답보 상태어l 빠지게 된다. 비교분법은 상대적으로 쉽 

게 새로운 진로를 모색해 나아갔으나， 비교신화학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존혜의 위기에 직면한다. 뒤메질은 숱한 시행착오의 과정 물에 

인도-유럽諸族의 공홍 관념인 3기능 이데옳로기률 발견하여 인도-유럽 선화 

분석에서의 한 도구를 마련함으로써 초기 비교신화회에 그 률파구를 열어 

주었다. 따라서 뒤메질에 대한 율바른 이해와 정당한 명가는 비교문법 및 

비교신화학의 탄생 배경과 20세기 초에 이들이 부딪혔던 문제률이 무엇이 

었느냐롤 점검하고 뒤메질이 말하는 3기능 이데올로기란 무엇인가롤 올바 

로 이해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뒤메질은 1968년에 출판된 「신화와 서사시 1 J Mythe et épopée 1 의 
서문에서 자신이 인도-유럽 신회에서 공풍원 판녕올 발견하기까지의 학분척 
궈l척율 간단히 진솔한다 그래서 이 논문의 H장에서 먼저 초기 비교신화학 

의 한계와 오류들을 살펴본 후에신화와 서사시 Iß의 서문 내용을 소개하 

겠다. 여기서 우리는 뒤메질의 3기능 이데융로기의 발견이 초기 비교신화학 

에 어떤 길올 열어주었는지， 또 뒤메질의 신회관， 그의 연구방법과 그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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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유럽諸族의 신회어l서 발견한 공흉 관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발견 

하기까지의 시행작오의 과쩡들올 개략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3기능 이떼옳로기 개념의 중요성은 그것이 인도-유렵 언어학자， 

문현학자， 역사학자， 신화학자들이 그토록 찾고자 했던 공흉의 인도-유럽적 

관념이라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그 이전까지 분석해내지 

못했던 수많은 인도-유럽제족의 신화들올 분석하여 그 의미들올 적절히 설 
명해냈다는 점에 었으므로， 그 의의와 가치는 마땅히 .:::v]- 분석한 구체적 
신화들 속에서 명가되어야 한다 그래서 m장에서는 뒤메질이 분석한 그러 

스 신화 두 가지를 소개하겠다. 이 논문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또 뒤메 

질의 저서에 대한 직접적 첩근이 어려운 국내의 상황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그가 행한 분석의 작업을 가능한한 굴절 없이 그대로 번역 · 소개하겠다. 방 

대한 양의 인도-유럽 신화 분석들 중에서 먼저 그리스 신화를 택한 이유는 

그리스 신화의 내용들은 따로 소개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 3기 능 이 데올로기 (Trifunctional ideology) 

1. 비교신화학의 탄생과 그 한계 및 방법론적 오류둘 

고대 인도와 서남 아시。h 그리고 유럽 분명의 연구에 회기적인 전환을 

가져다준 인도-유럽어의 존재 발견은 학자가 아닌 윌리엄 존스{WilJiam 

Jonεs， \746-\794)라는 한 영국인 판사에 의해 촉발되었다. \8세기에 영국 

이 인도에 진출했올 때， 그는 캘커타 대법원 판사로서 인도에 체류하면서 

산스크리트어를 습득하였다. 이미 그리스어와 라틴어， 아랍어 풍 여러 언어 

들에 대한 해박한 지식올 갖고 있던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유럽과 서남 

아시아의 여러 언어들과 산스크리트어가 통일한 의미， 통일한 형태의 어휘 

를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 언어들이 일찍이 태고에 

있었던 어떤 하나의 언어에서 분파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였으며， 이러 

한 생각을 아시아 학회의 기념 강연에서 발표하였다. 그 후 이러한 그의 

생각올 바탕으로 하여 유럽의 문현학자들에 의해 아랍어， 히브리어， 유럽 

여러 지역의 다양한 언어들 및 산스크리트어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오랜 

세월에 걸쳐 계속 행해졌다. 그 결과 19세기에 인도「 서남 아시。h 그리고 

유럽에서 사용되는 대다수의 언어들이 동일한 뿌리에서 파생되어 나옹 것 

으로 간주되었으며， 언어학자들은 이를 인도-유럽어(Indo-Europ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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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s 印歐語) -- 또는 인도-게르만어라고도 한다 --료 그리고 인도

유럽어에서 파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도-유럽 지역의 여러 언어률올 하나 

로 묶어 인도-유럽語施Indo-European famiJy)이라 불렸다. 오늘날 인도-유 

럽語族에 속하는 언어훌 사용하는 민촉들옳 총칭하여 인도-유럽諸族 
(Indo-European peopJes)이라고 하며， 인도-유럽諸族의 조상울 아리아촉 

(Arian)l) 또는 인도-유럽촉(Indo-European)이라고 부른다 

유럽에 베다서들이 알려지기 이전에 유럽인들은 기원 전 8세기 경의 것 

으로 추정되는 호머(Homer)의 서사시들올 인류의 가장 오래된 문헌으로 간 

주하였다. 호머의 서사시는 1348년 플로렌스에서 처옴 출판되어 유럽인들 

에게 알려졌는데， 이것이 알려지기 전에는 고대 게르만 문현들이 가장 오래 

된 문학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베다서물은 이들보다 앞선 기원 전 10세 

기 경의 기록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기록은 오랜 동싼의 전승에도 불구하고 

호머의 서사시 못지 않게 언어학적으로 매우 정확하며 인도-유럽어가 지니 

는 명사， 동사의 복잡한 굴절올 훌륭하게 보존하고 있었다. 19세기에 인도

유럽어족올 증명할 수 있었던 것은 풍부하고 정확한 이플 옛 베다 문헌 덕 

택이었으며， 이 자료들이 없이 현대 유럽의 여러 언어률만으로는 비교문법 

이나 비교신화학은 성립하지 못했을 것이다. 

연대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인도-유럽어뜰의 유사성이 현저해지므로， 초기 

비교문법학지들은 이 언어들이 하나의 공통된 언어에서 따생하였을 것이라 

는 확신을 굳히며 인도-유럽어의 본흥R'Urheimat)인 공흉기어(共通基語)를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초까지 그들은 인도-유럽어들이 파생되어 나온 뿌리인 모어(母듭람)에 해당하 

는 언어가 무엇인지 밝혀내지 못하였다. 연구가 계속될수록 비교문법학자들 

은 오히려 印歐語族은 공통된 선사시대 때부터 여러 다른 방언들이 있었음 

올 인정해야만 했다 그리하여 비교문법은 관점과 방법상의 변회를 가져온 

다. 비교문법학자들은 그때부터 더 이상 인도-유럽어의 원형옳 찾으려 시도 

하지 않고 그 대신 알려진 부분들을 비교하여 설명하려 하였다. 

초기 비교문법화자들과 비교신화학자들은 공히 인도·유럽제족의 신화들 

을 주로 연구하였으나， 전자가 인도-유럽어족의 공통기어 찾기에 몰두한 반 

면， 후자는 인도-유럽제족의 종교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언어학자 

이자 문헌학자였던 초기 비교신화학자들은 印歐語들간의 일치는 언어 그 

자체 이상의 것올 증거해 준다는 것을 성찰하였다. 언어 공동체는 인종적 

일체성이나 정치적 일체성 없이도 분명 가능하지만， 최소한의 공통된 물질 

1) 이 명청은 아베스타에서 페르시아인들이 자신들올 ‘a따 a' .. 고귀한t사랍)"로 또 베 

다에서 인도인들이 자신들을 ’aηa'라 불렀던 데서 유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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푼명 및 최소한의 공통된 지적 • 정신쩍인 문명‘ 측 본질척으로 종교적인 문 
명 없이는 생각되어질 수 없다는 사질이다. 그리히여 자연신회학자물이라 

불리는 일군의 초기 비교신화학자률은 인도·유럽諸族 신화활의 연구훌 흥해 

인도-유럽제촉의 공홍된 종교 문명옳 찾으려 노력하였으며， 이 학파의 대표 

자 막스 뀔èi(Friedrich Max Müller, 1823-1900, 폭일)는 여기서 더 니-0)-가 

종교의 기원옳 성명하려 하였다. 

뒤르챙은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들』에서 이률 자연신화학파의 연구와 

문제점을 잘 정리해 보여주는데2) ， 그 내용용 죠f란히 요약하면 아래와 갈다. 

자연신화학자률은 인도-유럽諸族의 신화척 인물물은 이롬물은 다르나 동 

일한 관념물옳 상정하며 동일한 기능올 수행하고 있다는 것울 알았다. 때로 

는 신들의 이름도 유사하였는데， 그들은 륙히 이 점에 주목하였다 예롤 툴 

면 인도의 아그니(Agni)， 라틴어의 이그니스(Ignis)， 리투아니아어의 우그니 

스(Ugnis)， 고대 슐라브어의 오그니(Ogny)， 이률은 유사하게 발옴되면서 모 

두 불의 신올 일걷는 용어들이었다. 또 하늘옳 뭇하는 산스크리트어의 디아 

우스(Dyaus)， 그리스어의 제우스(Zeus) ， 라틴어의 조비스(Jovis)， 고대 독일 

어의 지오~Zio)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 서로 다른 말들이 서로 

갈라져 나가기 전에 모두 통일한 한 신울 가리컸음울 증거해 준다고 자연 

신화학자들은- 생각하였다. 
게다가 예를 들변 인도의 주요 신들 종의 하나인 아그니(Agni)는 먼저 

불이라는 물질적 사실만올 뭇했다. 아그니는 베다에서도 물질척 불올 가리 
키면서 동시에 불의 신올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그 의미가 아 

주 원시척입올 보여주는 것으로， 이러한 현상은 다른 인구어들에서도 발견 

되었다. 라틴어의 이그니스(lgnis)， 리투아니아어익 우그니스(Ugnis)， 고대 

슬라브어의 오그니(Ogny)도 아그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물질척인 불율 가 

리키는 보룡명사이자 신들의 명칭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인도-유럽어촉에 

나타나는 신들이 대부분 자연의 몸과 힘들이려는 사실올 인식한 막스 뀔러 

는 인도-유럽제혹의 종교뽑 아니라 인류의 종교적 진화의 출발점올 자연의 

몸률과 힘들의 신격화라고 확고히 믿었다. 그까 보기에 자연이 제공하는 변 

화무쌍한 풍광률은 인간의 정신에게 종교척 관녕올 불러일￡키기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올 다 갖추고 있었다. 자연은 놀랍， 공포， 경이의 대상이었으며， 

이러한 느낌들이 종교척 사유와 종교적 언어물올 자극하였다고 생각하였다 

예훌 률면， 불이 최초로 어떤 방식￡로 자신올 현시하였건， 번개에서 

왔올 수도 있고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혀 생졌올 수도 있으며， 아니면 롤 

2) E. Durk.heim , Les formes élémenraires de la vie religieuse(J 991 년 판)， Le Livre 
de Poche, Paris, pp.146-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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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에서 반짝거렸올 수도 있다 - 그것은 움직이면서 진행하는 것이었다. 불 

은 몹애 지니고 었으면 몹율 태워 파멸시키나， 잘 보존하면 추위와 어두움 

으로부터 보효해주기도 하는， 공격적이면서 또 방어척이기도 환 무기로 쓰 

였다. 불 덕분에 인간은 날고기를 익혀서 먹올 수 있었다. 또 불로써 금속 

들을 제련하여 도구와 무기률도 만들 수 있었다. 불은 그래서 예술척이고 

기술적인 모든 진보의 불가결한 요인이 되었다. 막스 뀔러는 불뿔만 아니라 

자연의 어느 면이건 우리훌 감싸고 지배하는 무한의 느낌율 우리에게 불러 
일으키지 않는 것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자연의 힘롤은 인간의 정신에게 물질척 또는 추상척 형태로만 
표상되면 종교가 될 수 없다. 자연의 힘들이 살아 었으면서， 생각하고 영력 

올 소유한 신이라는 인격적 주체로 변해야 한다. 예컨대 아그니라는 불의 
힘이 불의 선 아그니로 변환되어야 한다 딱스 뀔러는 바로 언어가 사고에 

작용하여 이러한 변형을 가능케 하였다고 한다. 뀔러가 설명하는 그 변형의 

괴청은 다음과 갈이 요약훨 수 있다. 

번개는 ‘떨어지면서 땅올 가르거나 화재륭 일으키는 어떤 것’， 태양은 ‘사 

방에 횡금 화찰을 쏘는 어떤 것’， 바립이란 ‘신옵하거나 입김옳 내뽑는 어떤 
것’， 강은 ‘흐르는 어떤 것’으로 불린다. 이처럼 언어는 자연현상올 인간의 

행위와 동일하게 표현한다. 이 단계까지만 해도 자연의 무한성에 대해 경탄 

하고 두려워하는 인간의 느낌이나 감정은 언어 속에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 

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 단계에서 생긴다. 이 어떤 것들이， 인간의 행위 

와 유사한 방식으로 표현되면서， 인격적인 주체로， 인간과 다소 유사한 주 

체의 형태를 지닌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그리하여 인격적 수식어로 표현되 

었던 자연현상이 이제 인격적 존재 자체로 이해되기 시작한다. 

이와 같이 언어는 우리의 감각에 드러나는 대로의 물질세계에다 영적 존 

재들로 가득환 새로운 세계훌 추가하는데， 이 영척 존재들의 세계는， 전적 

으로 언어가 만든 세계이지만， 물리적 현A.f들의 절정 원인들로 간주된다. 

언어의 작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민종의 상싱혁이 사물들의 배후에 놓 

았던 인격체돌올 가리키기 위한 낱말들이 일단 만들어지면， 여기에 성찰이 

적용원다. 이처렴 성찰이 척용된 말들은 온갖 종류의 불가사의틀융 상정한 
다. 바로 이 문제툴올 해결하기 위해 신화틀어 만뜰어진다. 

통일한 대상돌이 여러 이륨올 갖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한 대상이 경 
혐 속에서 여러 면모를올 드러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베다에서 히늘 

올 가리키는 말이 20 개가 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다. 그런 

데 이 20 개가 념는 말들은 각기 다른 말들이므로 사랍돌은 이것들울 그만 

한 수 만큼의 다른 인격체에 해당된다고 믿는다 그러면서도 그들간에 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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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사성울 느낀다. 이 유사성을 설명하기 위해 이들이 한 가촉올 이루고 

있다고 상싱한다. 그리하여 사랍들은 이번에는 신의 계보를 만들어 내고 

그 신들의 이야기훌 꾸며낸다. 

다른 사물들이 통일한 용어로 지칭되는 경우， 동의어률을 젤명하기 위해 

해당되는 사물들이 각기 다른 것들의 변형이라고 받아들인다. 그리고는 이 

변모를 설명하기 위해 또 새로운 이야기를 꾸며내어 새로운 사물들올 만들 

어 내고 그런 다음 이들을 또 새로운 인격체들로 변형시키는 사유의 계속 

되는 착각에 의해 점정 많은 신화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뀔러의 설명에 따르면， 결국 신이란 자연현상을 인간의 행위처럼 

표현한 메타포에서 탄생된 셈인데， 그는 이러한 메타포의 사용올 ‘언어의 

질병’이라 불렀다. 그는 언어와 사유를 불가분리의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그의 논리대로 따르면， 신회는 병든 사유의 t별이며， 종교 역시 병든 사유 

가 만들어 낸 허구체계 외에 디름 아니게 된다 이 당혹스런 귀결에서 벗 

어나기 위해 막스 뀔러는 신화와 종교를 구별하여， 건전한 도덕의 규칙들과 

신학의 가르침에 합치히는 믿음틀만을 종교라 부르고， 신화는 종교얽l 와 
서 이식되어 종교를 왜곡시키는 기생적 존채플이라고 하였다. 예를 들면 그 

리스인들에게 지고신， 인류의 아버지， 법의 수호L자， 죄의 용정자로서의 제우 

스의 이미지들은 종교어l 속하고， 나머지 이미지들(결혼， 모험， 동)은 신화에 

해당된다 3) 

인간의 메타포 사용 능력을 언어의 질병으로 간주한 점， 종교의 기원을 

자연 현상의 인격화로만 설명， 또 종교를 인간의 계속되는 지적 확각의 결 

과로 생긴 산물로 간주한 점 풍， 우리는 뀔러의 위의 젤명에서의 문제점들 

을 익히 알고 있다. 그러나 뒤메질이 지적했듯이， 신화률 언어의 질병으로 

간주한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초기 비교신화학자들의 신화 자체에 대한 

몰이해와 그에 따른 잘못된 연구방법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된 임무가 인 

도-유럽 신들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예률 들면 

하늘올 뭇하는 베다의 디아우스(Dyaus)， 그리스의 제우스(Zeus)， 로마의 조 

비스(Zovis， Juppiter), 독일의 지오{Zio)를 동얼 성격울 지니며 통일 기농을 

수행하는 신들로 간주하여 동일 범주 속에 두었다. 그련데 베다 신화체계에 
서 디아우스는 그리스의 제우스 또는 로마의 쥬피터와는 다른 위치를 점하 

3) 막스 뀔러의 신화와 종교의 이러한 구분에 대혜 뒤르쩡은 다옴과 감이 비판한다. 
“종교적 믿용들 충 옳바르고 건전해 보이는 것만 취하고 우리툴 당혹스럽게 하고 
기분옳 망가뜨리는 것들은 종교라 부롤만한 가치가 없는 것으로 몰아치지 않도록 
조심하자. 신화는 아무리 비합리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모두 신앙의 대~이다" 
Les formes 어생lentaires de la vie religieuse、 p.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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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유사한 이륨올 가진 신들， 또는 통일한 의미훌 지닌 신들율 통일 

성격이나 통일 기능의 신으로 간주했던 초기 비교신화학자들의 방법론적 

오류는 근본적으로 그들의 신뺨11 대한 물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신회는 그 신회률 만든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 사상， 믿음， 제도 의례， 

퉁올 담고 있는 사회 • 문화적 실채이다. 뒤메질이 강조하듯이 “신화들은 그 

신화룰 이야기하는 사립들의 삶과 단절되어서는 이해되어질 수 없다. 그리 

스에서 신회들은 정치조직이나 사회조직과 무관한， 의례나 법률， 관습들과 

무관한， 無緣의 극적 또는 서사적 창조물이 아니다. 신화의 역할은 반대로 

이 모든 것들의 근거훌 대는 것Uusti깐)， 이 모든 것들올 조직하고 유지하 
는 대 사상풀(great ideas)을 이미지(image)로 표현하는 것이다."4) 초기 비 

교신화학자들은 고대 사회에서의 이러한 신화의 중요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 신화들올 깔았던 공통체의 삶 속에서 신화의 역할과 그 의미들 

올 파악했던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 유사해 보이는， 그러나 실제로는 

상이한 기능과 의미를 지닐 수도 있는， 여러 지역의 신화플옳 한데 묶어 

설명하려 하였다. 

신화에 대한 뒤메질의 위의 인식은 기존의 신화연구자들의 신화 해석 방 

법에 대한 비판과 신화 연구자가 신화 자료들융 접했올 때 취해야 할 올바 

른 태도의 권고로 이어진다. “신화를 삶과 절연시켜， 그들의 자연적 바탕틀 

을 떨쳐낸 채 해석하는 것은 신화를 선험적 체계들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 

이다. 우리는 신화 자료군 앞에서 보다 겸손해야 한다 그들의 풍부함， 다 
채로웅， 게다가 모순들까지도 존중해야 한다"5 ) 

이 권고는 이어서 “신화체계들을 그 선화롤 실행했던 민족들의 종교적， 

사회적， 철학적 삶의 총체 속에 위치시켜야 한다"는 타당한 신화연구 방법 

의 제시로 연결된다 “고립되고 불확실한 사실들 대신， 판찰자는 보다 큰 

툴인 일반적 구조률 보아야 하며， 그 속에서 개별 문제들이 그들의 정확하 

고 제한된 위치률 찾게 된다”고 뒤메질은 주장한다 6) 

그러나 뒤메질 자신도 신화 연구 초기부터 위의 사실들올 인식하고 신화 

분석 작업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신화연구가 처음부 

터 19세기 비교신화학자들의 오류를 극복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던 것은 아 

니었으며， 또 그만이 그 오류틀을 의석하고 거기서 벗어나고자 노력했던 것 

은 아니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미 비교신화학자들은 초기 연 

구의 오류와 한계들을 인식하여 그것을 극복하Jl자 노력하였으나 그 구체 

4) Georges Dumézil, A~vthe el 얘opée 1, Gallimard‘ Paris, 1986( 1968 초판)， p.IO. 

5) 위의 책， p.11 

6) 위의 책，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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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방법옳 찾지 못했다. 그 결과 인도-유럽 신화연구는 깊은 칭체의 늪에 

빠져률어간다. 뒤메질이 1938년 발견한 3구분 이뎌l옳로기는 비교신화학이 

활기률 되찾아 정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훌 마련해주었다. 이제 

뒤메질의 3구분 이데올로기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는 어떤 과청올 흉해 이 

개념올 발견했는지 알아효!-A~. 

2. 3구분 이 데올로기(tripartite ideology) 으| 밟견 

비록 초기 비교신화학자들이 많은 심각한 오류뜰올 범했으나， 언어 공동 

체는 적어도 최소한의 공통된 물질적 · 정신적 문명을 전체한다는 그들의 
처음의 성찰은 그 모든 훨력올 지니고 있었다， “이동의 기간이 아무리 길 

고， 또 아무리 다양하게 변화되었더라도 공홍 인도-유럽어는 관념들의 저 

장고이자 운반체였다. 공통 인도-유럽어에서 나온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들 

이 이런 관법들올 그들의 기장 오래된 문현 -짝11 전혀 보존， 기록하지 않 

았다는 것은 있올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20세기 초에 소수의 사 

람들이 이론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실제로는 접근이 불가능했던 

이 연구 영역올 새로이 탐색하려고 시도하였다”고 뒤메질은 회고한다 7) 이 

소수의 사람들 가운데에는 뒤메질도 끼어 있었다. 

1920년과 1935년 사이에 뒤메질은 이전의 문제들올 새로이 조명하면 • 

프레이저의 [황금가지』처럼 -• 중요한 사실을을 밝힐 수 있으리라고 생각 

했다 그래서 l세기 전부터 비교신화학자들의 주목을 끌었던 네가지 문제， 

즉 엠브로시아암리때ambroisia-amrta， 1924), 켄타우로스-간다르바 

( Centaure-Gandhaπa， 1929), 우라노스-바루나'(Ouranos-Varuna， 1934), 플라 

멘-브라흐만(flamεn-brahman ， 1935)에 전념했다. 그는 엠브로시아는 봄 축 

제 쪽으로， 켄타우로스는 해(年)의 교체 시(時)의 기장t假뿔) 쪽으로， 우라노 

스는 생산력올 증식시키는 왕권 쪽으로 로마의 제관t聚官) 플라민과 인도 

의 브라흐만은 속죄양 쪽으로 방향올 잡으면서 연구률 진행했다. 뒤메질은 

이들 연구를 흉해 오래 전부터 선화학자들이 매달렸던 문제들의 해결을 기 

대함과 동시에， 인구어족 중에서 가장 풍부한 두 신화체계인 그리스 신화체 

계와 인도 신화체계흘 대조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졌다 그러나 이 당 

시까지만 해도 19세기 비교신화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뒤메질도 비교신화 

학의 소재들은 비록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그들간에 위계질서는 없는， 모 

두 자율적인 일련의 문제들로 환원된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얼마 후에 뒤메 

질은 신화는 지율적 영역이 아니라 보다 심오한 사회 · 문화적 실재들을 표 

7) 갈은 책， p.12. 



58 종교학 연구 

현한다는 사실올 깨달았지만， 이 실재들이 도대체 어떤 것들이며， 어떻게 

그 실째들에 도달할 수 있는지 그 구체척인 방법율 몰랐다. 결국 그 해석 
의 툴율 프레이저에게서 벌려와 행한 1920년-1935년 사이의 그의 선화 연 

구는 술한 반박를에 부딪힌다. 그리고 뒤메질은 의외로 그 당시 프랑스 사 

회학파들의 연구 방법에서 그 실마리를 찾게 된다. 

뒤때질은 이전의 연구들올 중단하고 자신의 오류들올 반성하면서 1934년 

부터 3년간 종교학 고퉁연구원(Ecole Pratique des Hautes Etudes Sectíon 

des Sciences Religieuses)에서 중국학자 마르셀 그라너](Marcel Granet, 

1884-1940, 프량스)의 강의률 • 막심 칼핸마크(Maxime Kaltenmark), 롤프 

슈타인(Rolf Stein), 니팔 방디어I](Nícole Vandíer)와 함께 듣는다. 이 강 

의를 훔해 그는 “30년의 연구 후에 텍스트 해석이라는 것이 어떠해야 하는 

지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고백한다.8) 신회를 선험적 체계들에 따라 해석할 

것이 아니라， 신화 자료의 풍부함， 다채로움， 모순들까지도 존중해야 한다는 

자료를 대하는 연구자의 태도， 그리고 신화체계를 그 신화를 실행했던 민족 

들의 종교적， 사회적， 철학적 삶의 총체 속에 위치시켜야 한다는 방법론적 

당위에 대한 당당한 주장들은 바로 이 강의의 결실들이다. 

외부로부터의 반박， 스스로의 반성적 비판， 그라네라는 위대한 스숭이 보 

여준 모범， 서툴지만 끊임없이 재료들올 다루면서 그에 익숙해지는 과정，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칭투하여 1938년 봄에 훌연히 비교신화화의 새 공식 

의 첫 윤곽들이 드러났다고 뒤메질은 밀한다. ‘'1937년-1938년 학기 동안 

종교학 고풍연구원 강의에서 두 베다신 미트리-(Mitra)와 바루나'(Varuna)를 

연결하면서 나는 플라맨-브라흐만(flamen-brahman)의 문제를 마지막으로 다 

시 접근해보고 싶었다. 그러자 내가 그때까지 고려하지 않았던 문제가 갑자 

기 떠올랐다. 웹스(Ie rex, 왕)와 플라멘 디알리스(flamen Dialis)가 형생하 

는 이중 유기체 옆에 또 다른 유기체가 있었다. 렉스 아래에 그리고 대제 
관 pontifex maxímus 위에 세 f1amines maiores의 위계조직， 따라서 그들 

이 섬기는 세 신 쥬피터(Juppiter)， 마르스(Mars)， 퀴리누스(Quirinus)의 위 

계조직이 있었다. 그때까지 셜명되지 않고 알려지지도 없t던 이 신학조직 

은， 비록 (가장 오래된 로마인인) 옴브라안족(Ombriens d’19uvium) 신학의 
구조(Juu-， Mart-, Vofino-)와 동일하므로 그 전(前)로마적 성격이 확인되기 

는 하나， 인도의 사회계급 바르나-(vama)의 구조와 유사해 보였다. 전쟁 신 

Mars 위에 있는 권력과 정표의 수여자인 천신 Juppiter는 성(聖)의 가장 높 

은 부분을 다스리며， Mars 아래에 있는 Quirinus는， f1amen Quiri뼈is의 알 

8) 갈은 책， p. J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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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진 모든 직분이 그가 곡물 정작의 신임올 보여준다 "9) 

1938년 이후로 뒤메질의 신화분석의 도구로 사용되는 3구분 이데올로기 

는 이렇게 하여 도출되었다. 

3구분 이데올로기 T사제 priests (brahman) 

1-무사 warriors (ksyatria) 

」생산자 producers r목축 · 경작인stockbreeders and 

니àrmers (vaisya) 

L 공인 craftsmen (sudra) 

로마의 flamines maiores 3구분 서열체계와 이 서열체계의 각 플라맨이 

섬기는 신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된다. 

{Juppiter, M없s， Quirinus: 사쩨 sacerdotes, 무사 milites, 생산자 ql따ites} 

그라네의 강의훌 듣기 전애 1930년에 발표한 한 논문에서 뒤때질은 인 

도의 사회계급체쩨인 바르나\varna) -- 사제-브라흐만(brahmanes)， 무샤크 

샤트리애ksayatriya)， 목축 · 경작얀바이λ]:(vaisya) -로 귀착된 사회적 개념 

은 이미 인도-이란적 개념이며， 이 개념은 아시아의 이란인들에게서 뿐 아 

니라 유럽의 스커타이족(Scythes)에게서， 우리 시대의 스커타이족의 후손인 

북 코카서스의 오세트족(Oss응tes)에게서까지 관찰됩율 밝힌 바 있다. 2년 

후 에밀 벤브니스트{Emile Benveniste)는 새로운 논충돌을 추가하여 사회적 

3분 개법의 인도-이란적 성격올 확인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확인들에 로마 

의 flamines maiores의 서열체계에 대한 풍찰이 추가되어 3구분 이데올로기 

가 인도-유럽인들의 공통된 관념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인도의 사회계급제도와 로마의 사제조직이라는 사회조직올 반영 

하는 그리고 인도 베다와 로마의 신학체계에서 각 신들에게 부여된 주된 

역할이 이 사회조직의 각 져l충이 담당하는 사회적 역할의 일부라는 통찰에 

서 나온 이 3구분 이떼올로기자 실제로 사회가 셋으로 구분되어 조직되어 

있지 않았던 인도?유럽 여러 지역의 신회에서도 계속 발견되었다. 뿐만 아 

니라 사회조직을 반영하는 위의 3구분 도식은 신화룹의 비교 연구에서 자 

칫 문제를 잘못 보게 할 싹올 지니고 있었다. 실제로 뒤메질은 잘못 대웅 

된 문제를 혜결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낭비하였다고 고뼈하며， 그러한 문제 

들은 결국 1950년 3기능 구조(Ia structure des trois fonctions) , 또는 3기 

능 이데올로기(1’idéologie trifonctionelle)리는 다소 완화된 개념올 채돼함으 

9) 같은 책，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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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해결되며， 이후 그의 신화 연구는 철쩡척 진전옳 보게 된다. 

3.3구분 이데율로기에서 3기능 구조(the structure of three 

functionsl 로 

뒤때질의 3 구분 이떼율로기라는 해석 수단의 발견은 초기 비교신화학자 
률이 가졌던 환상， 즉 비교신화학의 소재훌은 비록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그들갇뻐 위계질서가 없는， 모두 자율척인 일련의 문제들로 환원된다는 환 
상 -- 이것은 앞에서 말했듯이 1920년-1935년 사이에 뒤메질이 가졌던 환 

상이기도 하다 -올 내쫓았다. 이제 비교신화학자들은 더 이상 신화들올 그 

신화훌 살았던 민족들의 삶에서 단절시켜 고립된 별개의 사실들로 연구할 
수 없게 되었다. 

3구분 이데옳로기의 발견과 이 발견에 이르기까지의 자신의 오류들에 대 

한 엄격하고 비판척인 뒤메질의 성찰은 초기 비교신화학자들의 왜곡된 신 

회관올 바로 잡아주고， 자의척인 비교방법이 아닌 보다 엄격하고 타당한 방 

법율 채태하게 함으로써 비교신화학이 옳바른 길로 접어들 수 있도록 하였 

다. 그러나 위에서 불 수 있듯이， 3구분 이데율로기 도식에는 사회조직과 

같은 경혐척 실재률 반영하는 구분이 함축되어있다. 그런데 신회는 그 신화 

률 만든 사회 구성원물의 경험적 실재만이 아니라， 때로는 경험과는 반대되 

는 실재， 또는 구성원들의 의식 저 아래에 있는 관녕적 실채들도 표현한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도식에 충실히 따훌 경우， 실채를 제대로 설명해내지 

못할 뿐 아니라， 앞에서 말했듯이 잘못된 문제의식올 가질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뒤메질은 인도의 바르나{varna) 구조에서 브라흐만들은 첫 번 

째 계총에서만 나타나며 그들만이 첫 번째 계충올 첨하고 있는데， 왜 세 

계충의 로마의 신들은 각각 한 플라맨(f1amen)윷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 

훌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바쳤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3구분 이데융로 

기 도식 속에서 동일 계충에 해당되는 것들울 대웅시켜 비교한데서 생긴 

것으로， 장시 후에 보겠지만 이것은 잘못 제기된 문제이다. 그러나 비록 잘 

못된 문제의식이기는 하였지만 뒤메질은 이률 해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 

정에서 본질척인 것을 통찰하였다 

·‘가장 오래펀 로마인인 옵브리안촉(ümbriens)이 인도-이란인돌이 알 

고 었던 것과 통일한 개념올 이딸리아로 가지고 왔으며1 특히 인도인들 
은 이 개념올 토대로 하여 그들의 사회 질서률 세웠다 따라서 이 개념 

은 인도-유럽 시대로 가져기야만 하며， 그 결과 인도-유럽어촉의 다른 

민족들에게서도 그 잔존 또는 자취들을 탐구해야합 필요가 있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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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결롱은 스칸디나비아 신화체계의 검토에 의해 정당화되었다. 스칸 
디나비아 신화체계에서 신들은 크게 아즈 신(Ies ‘iieux Ases)과 반느 신 
(Ies dieux Vanes)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다 오딘(Odin)과 토르(Thor) 

는 전자애 속해 었으며， 프레이어(Freyer)는 후2μR 속한 신들 중 가장 
대종적인 신이다 "10) 

다시 말해서 뒤메질은 인도 베다와 로마의 신들이 제 각각 사제， 무샤 

생산자의 역활들과 관련되어 구분된다면， 그것은 신화틀이 그들의 사회조직 

올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반대로 이 신화돌은 그 사회조직들이 

생걱나기 훨씬 전에， 그들의 공흉된 인도-유럽 시대에 이미 었던 어떤 개념 

올 담고 있으며， 인도의 계급조직과 로마의 사제조직은 바로 이 개념이 구 

체화되어， 이 개념올 토대로 하여 생겨난 것임올 깨달았던 젓이다. 

“3구분 이데율로기는 인도의 정우처럼 반드시 한 사회의 삶 속에서 

그 사회의 설체적인 3구분을 수반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3구분 이데울 
로기가 확인되는 곳에서는， 반대로 그것은 하나의 이생an ideal)일 뿔 

이며(과거에는 사회조직의 실제 3분법이었으나 이체는 더 이상 3분법척 
사회초직이 아니거나， 또는 3분법적 사회조직이었던 적이 한번도 없었 
거나)， 또 동시어l 세계의 운행과 인간의 삶옳 보장해 주는 힘들올 분석 
하고 설명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이리하여 인도의 바르나{vama)가 

그 특권옳 잃게 되고 3구분 이데옳로기 개녕아 파생시켰던 많은 잘못된 

문제들이 시라졌다. 예를 들면 앞의 문제， 로마의 주제판(主聚官. les 
flamines m쩨eurs)은 브라흐만 계급{brahmana)과 대용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의 일차척이고 엄밀한 의미에서의 브라흐만(brahman)과 플라맨 

(flamcn)이라 부르는 사제 유형 - 그가 어떤 유행의 신과 관계를 맺건 
-이 벼교되어야만 한다."11) 

그는 사제， 무사， 생산자의 저쪽에서 그 구분보다 더 본질척인， 주술적이 

고 법훌쩍인 지배권， 물리적인 힘， 특히 무사의 힘， 그리고 현안하고 비옥한 

풍요라는 계충화된 기농들이 분명히 드러남올 보았다. 그래서 뒤메질은 1950 

년 이후 3구분 이데올로기보다 건전한 개념인 3기능 구조 개녕올 사용하며， 

“이 개녕 속에서 사회척 구분은 여러 다른 구분틀 가운데 한 적용일 쁜이며， 
다른 구분들이 있을 때 이 구분이 없는 경우가 혼히 있다”고 챔언한다. 

10) 같은 책. p.15. 
11) 같은 책.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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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능 구조 -, 주슐척이고 법률척인 지배권(magical and juridical 

sovereignity ) 

또는 성(떻의 관리(administration of the sacred)12l 

물리척인， 륙히 무시{武士)의 힘(physical strenth) 또는 

방어(defence) 

편안하고 비옥한 풍요~quiet and fecund abundance) 

또는 부{wealth)13) 

여기서 뒤메질은 구조라는 표현올 사용한다. 왜냐하면 그가 말하듯이 이 

세 가지는 인간 집단이 생존하기 위해 충족시켜야 합 필요 요소들이며， 이 

들 세 기본 기능의 조화는 한 사회가 질서있고 행북한 삶옳 누리도록 보장 

하므로 각각은 별개의 사실로서 의미률 지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체계의 

일부로서 자신에게 제한된 위치 속에 자리잡올 때 비로소 그 의미를 지니 

기 때문이다 14) 그렇기 때문에 1950년 이후 뒤메질이 사용하는 분류들， 예 

률 틀면， 로마 신학의 Jupiter, Mars, Quirinus , 인도-이란 신학의 
κMiμitπ따ra-V 

A따th뼈en때a’ Aphrodite ; 스칸디나비아의 Odin, Thor, Freyer 둥은 3기능 구조 

개념에 바탕한 분류이므로 륙정 위계의 신들만을 따로 데내어 비교해서는 

안된다. 뿜만 아니라 제 l 계충의 신은 제 l 기농의 역할만올 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도 안된다. 어떤 한 신이 지니는 여러 주요한 특징들이 그 신을 

전체 신화체계에서 세 기농 중 어느 한 기능의 신으로 위치시킨다 하더라 

도 특정 신화 속에서 그 신이 세 기농에 해당히는 역합을 모두 다 수행하 

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얘컨대 그리스에서 아폴론 신이 바로 그러한 경 
우에 해당된다. 

3기능 이데윷로기 개념이 비록 초기 비교문법학자들이 그토록 찾기률 갈 

망했던 인도-유럽어혹의 공뽕기어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의 관념척 일체성 
올 확인해 주었다. 그리하여 뒤메질의 3기능 이데올로기의 발견은 그 후 

여러 지명에서 적지 않은 파장올 불러일으킨다. 이제 이 챔률을 지척해보 
자. 

12) 오늄뿔R는 성(聖)올 다른 이데옳로기들이 대체하였다고 뒤메질은 밀한다 갈은 책， 
p.48. 

13) 제 3기능인 부{富， 또는 양식)에는 농경 · 목축과 관련된 부、 성척 흑질(sexualityl ， 

다산(fecundity) ， 사회척 자산 명화‘ 퉁 온갖 행태의 풍요와 풍요의 조건롤이 포함 
된다. 

14) 갈은핵.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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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자외척이고 표피적으로 활용되면서 예기치 않았던 개악척 결과률 

초해한 곳이 정치척 영역이다. 주지하듯이 2차 대전 때 히훌러는 우수한 

아리아족의 혈흉 보존이라는 미명히에 대규모의 유대인 학찰이라는 가공활 

반인간 범죄(crime against humanity)훌 자행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대량 

학살율 정당화하는 이념척 토대가 우수한 아리아족의 순수한 혈홍의 보존 

이었으며， 이 아리아혹의 존재 자체훌 정립시킨 것이 바로 인도-유럽어의 
발견으로 인해 생긴 인도-유럽학의 활발한 연구틀이었다. 인도-유럽어혹의 

본향옳 찾으려는 초기 비교문법학자물의 시도가 실패로 옳아가고， 띠라서 

인도-유럽족， 또는 아리아혹의 존재는 오늘날의 학자들에게는 단지 그 개연 

성이 아주 놓은 가혈에 불과하지만 인종주의자들에게는 더합나위 없이 확 

고한 사실이다. 여기에다 뒤메질의 위계적인 3기농 이데옳로기는 본의 아니 

게 인종주의자률로 하여금 아리아족올 최상위 기농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 

게 만들 벌미훌 제공한다. 브루스 링컨(Bruce Linco)n)의 연구가 보여주듯 

이 실제로 뒤메질의 3기능 이데옳로기 개념은 오늘날 구미의 인종주의적 

지식인과 완고한 신나치주의자 인종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입징옳 정당회하 

기 위해 꿀어풀이는 가장 확고한 이법적 정초이다.1 5 ) 어느 학자건 객관척 

학문의 영역에서 조차도 자신의 개인적 신범이나 편향으로부터 결코 완전 

히 자유로올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늘날의 상황으로 인해， 그리 

고 또 다른 이유률로 인해16) ， ‘뒤메질은 고도로 지적이며， 품위있고， 결코 

조야하지도 않으며， 극우 인종주의자들과 같은 그런 부류의 학자가 아니다’ 

는 뒤메질 옹호론’지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뒤메질과 나찌즘과의 연계에 

의혹의 눈길이 던져지면서 오늘날 논란거리가 되기도 한다. 학자가 자신의 

학문적 절실이 가져다 주는 예기치 않은 결고낼 다 책임질 수는 없다. 그 

렇다고 해서 이런 류의 논란들이 뒤메질의 연구 성과와는 전척으로 무관하 

다거나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이것은 다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여기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 

371능 이데옳로기의 발견이 기장 큰 영향올 끼친 영역은 다른 곳이 아닌 

비교신화학 또는 비교종교학의 영역이다， 방법롬적 시행착오들 및 구체적 

15) Bruce Lincoln, “ DuméziJ’s German War God," Theorízi.η'g Myth ‘ Narrative. 
Ideology, and Scholarship,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 London‘ 

pp.121-137 

16) I영생옳 뽕해 휘메질과 친밀한 교분융 가졌던 녀1헬란드의 종교사가 얀 데 브리(Jan 
de Vries. 1890-1964)가 게르만 숭배주의자이며 나치 선전 딩국이 운영했던 기판의 

長이었다는 정， 뒤메질의 막역한 동료이자 50년 동안 그의 사상 행생에 기여했던 
스왜벤의 인도-유럽학자 스티거 비칸더(Stig Wikander)가 관여한 간행물이 히훌러 
와 프랑코에 우호척이며， 반유대주의에 가까운 잡지였디는 정 퉁이다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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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분석 도구의 결여로 인해 제대로 결실옳 맺지 못하고 있던 인도-유럽 

신화 연구률이 뒤머l질의 3기능 이데옳로기 발견 이후 본격척으로 활기훌 

띠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그 때까지 첨묵의 늪에 빠져있던 수많은 신화률이 

자신들의 속내 깊이 담고 있던 의미있는 발언들올 뱉아내면서 고대 인도

유럽 종교들이 다양한 면모들올 드러낸다. 뒤메질 이후 인도-유럽 여러 지 

역의 신화 연구자률이 그의 3기농 이데윷로기 개념올 차용하여 신화률올 

분석했기 때문이다. 

3구분 이데올로기(tripartite ideology)에서 3기능 구조(the structure of 

three functions) 또는 3기능 이데올로기(trifuncrional ideology)로의 전환은 

사회조직에 근거한 분류풀 외에도 다영한 사회 • 문화적 분류훌들의 적용올 

허용하고 있다. 이것은 인도-유럽 신화 연구자들에게 인도-유럽 신화들의 

비교연구에서 벗어나 특정 지역에 적합한 분석툴올 발견하도록 고무시켜준 

다. 그 반면 성(뽑의 관리， 방어， 부{富) 세 가지는 인간 집단이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져야 할 필요 요소들이라는 주장은 3기능 구조라는 인 

도-유렵 신화의 분석도구가 세계 전 지역의 신화를 분석할 수 있는 보면척 

도구로 확대될 소지를 마련해 준다. 실제로 인도-유럽 지역이 아닌 여타 지 

역의 신화학자들이 때로는 3기농 구조의 도식옳 특정 지역의 신화들올 분 

석하는 도구로 차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뒤메질의 3 

기능 이데옳로기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3구분 이데옳로기와 통일한 뭇으」로 받아들인다. 그 결과 한편으로는 뒤메질 

의 3기능 이데옳로기는 자신들의 연구 영역에 적쩔한 신화분석 도구가 될 

수 없다고 비판히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신화는 사 

회 • 문화적 실재인데， 뒤메질은 너무 보면적인 분석툴옳 고안하여 신화연구 

에 적용한다고 비판하는 이틀도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연구 지역에 적합한 

분석툴올 찾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올 뿐더러， 뒤메질이 3기농 이데올로기 

를 어떻게 발견했는지， 그리고 이 분석도구가 구체적인 신화분석에서 어떻 

게 적용되는지도 제대로 확인해보지도 않고 단지 3기능 이데올로기 자체만 

을 가지고 뒤메질올 비판한다. 

보편적 적용이 가능한 이 개념을 그들이 생각종뚝이 뒤메질은 머리 속에 

서 구상한 것도 아니며， 그리고 그 블에 맞춰 신화훌 설명하는 것도 아니 

다. 앞에서 보았듯이 뒤메질의 3구분 이데올로기와 3기농 이데올로기는 구 

체척인 신화 자체들올 오랜 기간활f 치밀하게 탐구한 결과 발견한 것들이 

다. 뒤때질이 말하듯이 “새로운 해석 수단틀은 프레이저나 다른 기존의 이 

론률에서 차용된 것이 아니라 사실들애서 나온 것이므로? 해석자의 임무는 
사실들의 전 범위， 그것의 명시적 및 함축적인 온갖 교시들， 그 철과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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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해야 한다. 이계는 더 이상 비교신화학의 분제가 아니다" 그들은 <비 

교신화학 Myth이ogie compar，강>이리는 종교학 고풍연구원에서의 그의 강의 

가 왜 1938년에 <인도-유럽제족 종교들의 비교연구 Etude comparative des 
religions des peuples indo쐐ropéen>로 바뀌었으며， 또 1948년에 팔레쥬 

드 프랑스(C이lège de France)에 개설된 강좌명은 왜 인도유렵쩨촉 종교들 

의 비교연구가 아니라 <인도-유럽 분명 Civilization indo-européens>이었는 

지를 알지 못했던 것이다. 

3기능 이데옳로기가 뒤메질이 그것으로써 인도-유럽 신회률올 분석하는 

하나의 수단이라면， 우리는 이 분석 수단 자체를 가지고 왈가왈부활 것이 

아니라， 그가 이 수단을 가지고 복합적인 사회 • 문화적 설째인 신화률 지나 

치게 단순화 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어느 정도로 설득력 었게 해석해내느냐 

를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비판은 그의 구체적인 신화해석과 판련되어 이루 

어져야 한다. 이제 3기농 이데옳로기 개념이 구체적인 신회분석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률 그의 그리스 선화 분석의 두 가지 사례률 흉해 관활해보자 

ill. 그리스 신화 분석의 사례 

1. 트로이의 불행 : 세 기능의 부조화 

그리스인들이 전하는 트로이 전챙의 신화책 원인은 따리스의 심판이라고 

불리는 선뺑l서 이。~71되므로 먼저 이 신화훌 간란히 소개하겠다. 

* 파리스의 심판(the Judgement of Paris) 

트로이 전쟁의 불써는 프티아의 왕 웰례우스와 여신 테티스의 결혼 연회 

에 나타난 불청잭인 불화의 여신 에리스가 던진 황금 사과 하나였다. 제우 

스는 바다의 여신 태티쇠Thetis)블 사랑하였으나， 그녀가 아버지보다 더 강 

한 아율을 낳올 것이리는 예언올 듣고는 그녀룰 아이아코스(Aiakos)의 이들 

펠레우스(Peleus)와 결혼시킨다. 웰리온 산에서 거뺑되는 이 절흔식에 다륜 
신들은 모두 초대되었으나， 불화의 여신 에리스(Eris)만이 초대받지 못하였 

다 그녀는 초대받지 않았는데도 사령하는 사람을 향한 쟁열의 중거물인 황 

금 사과를 들고 결혼식장에 불쑥 나타나서는 모든 신들이 참석한 축제 한 

가운데에 그 매혹적인 선물올 던졌다. 그런데 그 사괴쩨는 디음과 같은 글 

귀가 씌어 있었다. ‘기장 아름다운 이에게.’ 사과 한 알이야 대수로운 것이 

아니었으나 ‘가장 아름다운 이’라는 말에 마옴에 쏠려 혜라와 아테나，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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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아프로디태가 횡금 사과률 갖기 위해 서로 정합옳 벌혔다. 제우스의 체 

의에 따라 그 판철은 그 당시 이다산에서 양옳 치고 있던 트로이 왕자 파 
리스가맙게 되었다. 

세 여신은 파리스의 환싱율 사기 위해 저마다 구미가 당기는 약속옳로 

파리스롤 유혹했다. 혜라는 이렇게 선언했다. “만일 네가 날 선택한다면， 난 

네가 왕위훌 얻울 수 있도혹 해주겠다. 넌 전 아시아의 군주가 될 것이다. 
내 남면 제우스처럼 내 첨대 속에는 왕위가 둥혹되니 말이다" 아테나는 

“만일 네가 날 선돼한다면， 모든 전투에서 숭리하게 해주고 온 세상이 부러 

워할 지혜훌 주겠어"라고 말하였다. 한현 아프로디테는 이렇게 약속했다. 

“만일 네가 날 고른다면 넌 완전한 유혹^l-가 될 것이다. 년 모든 여인들 
충에서 기장 아름다운 여인융 얻게될 것이다. 바로 그 명성이 이미 사빵n 

뻗쳐있는 아롬다운 헬레네를 너에게 주마. 그녀가 널 보게 되면 그녀는 너 
에게 저항하지 못할 것이다. 넌 그 아름다운 헬레네의 여인이자 남현이 되 

는거지" 파리스는 마지막 제안올 받이플여 황금 사과는 결국 아프로디태의 

차지가되었다. 

그런데 당시 천하 쳐l일의 미인 헬레네는 이미 스따르타의 왕 메넬라오스 

의 왕비가 되어있었다. 이에 파리스는 스파르타로 출항하였다. 메넬라오스 

는 예전에 그가 트로이률 여행합 때 파리스가 자신울 환대해 주었기 때문 

에 파리스훌 극진히 대첩했다. 그러던 어느 날 메낼라오스가 친척의 장려l식 

에 참석해야 합 일이 생졌다. 그는 헬레네에게 자기 대신 파리스를 정성껏 

접대해 출 것올 부탁하며 떠났다. 파리스논 이 톰올 이용하여 헬레예롤 유 

혹하여 아프로디테의 도움옳 받아 트로이로 납치혜 데리고 가버렸다. 

헬레네가 미혼이었을 때 그녀에게는 수 많은 구혼자들이 몰려들었다. 헬 

레네의 아버지 틴다레오스는 만일의 경우 생길 수 있는 불상사에 대비하기 

위해， 구혼지들에게 헬레네의 남편으로 선택된 사랍의 생명과 권리훌 반드 
시 존충하며， 헬레네가 누구롤 남면으로 선돼하든 그 선핵올 받。띨이고 모 

두 결혼식에 참석하겠다는 맹세훌 하게 하였다. 그런 까닭에 헬레네가 납치 

되어 가자 메넬라오스는 그의 행인 아가맴논올 찾아가 호소하고 아가맴논 

은 예전의 구혼자플을 찾아가 과거에 맹세했던 연대감율 일째웠다. 그리하 

여 아가햄논옳 총사령관으로 하여 그리스 여러 왕국들이 동맹을 맺고， 트로 

이률 쳐서 헬레네률 되찾기 위한 복수의 대 장정에 나섰다. 

위의 내용물은 오늘날 ‘트로이 서사시권’이라 불리는 8편의 서사시 중 첫 

번째인 『퀴프리아 Kypria~어l 실려있는 내용이다. 그 두 번째가 「얼리아스Jl ， 

일곱 번째가 F오뒤셰이아J이며， 나머지 5편은 호머 사후의 작품들임에도 불 

구하고 8현의 내용들은 하나의 홍일된 전체롤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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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메질용 비혹 호머가 파리스의 심판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 

으나， 후기 전송인 r퀴프리%에서 이야기하는 트로이 활행의 기훨옳 알았 

옴에 톨립없다고 주장한다"일리아스』의 3-5권에서 호머는 트로이의 운명 

은 세 여신의 갈풍의 결과， 그리고 이 세 여신올 통한 세기농의 불화의 결 
과라는 사실옳 드러내고 았다는 것이다. 뒤때질은 L 'oublie de !’'homme et 

!'honneurndes dieux (인간의 망각과 신의 명예)에서 『얼리아스』의 3-5권의 

내용옳 해석하면서， 호머는 트로이의 멸망융 초래한 세 기능의 부조화톨 세 

기능옳 대표용}는 선들의 기농 트리오와 인간들의 기농 트리오룰 퉁장시켜 
보여주고 있옴을 중거한다. 이제 뒤메질이 행한 작업올 살펴보자 17) 

'" 51. Homerus Uindicatus 

트로이 전쟁의 신화척 원인인 세 여신의 경쟁과 파리스의 심판온 그리스 

밖에서도 확인되는 3기농 민탐의 도식올 독창척이고 충설하게 연장한다. 파 

리스는 세 대상들， 세 행위， 또는 세 운명 사이에서 하나흘 선핵해야만 했 

으며， 각 선택은 최고 지배력， 무력， 그리고 번영이라는 세 기농들 충의 한 

기능의 행운파 위기를 내포하고 었다. 

21 권의 장면은 한 절정일 뿔이다. 시의 처옴부터 끝까지 세 여신둘 각각 

은 다른 여신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둥장한다. 혜라는 쩨우스의 누이이자 

아내인 자신의 최고 반열율 끊임없이 현시하며， 아테나는 제 2기농이 제 l 

기농에 종속되어 연결되듯이 계속 혜라에게 종속된다. 혜라가 아테나에게 

무사의 임무를 맡기고 명령올 내리면， 아테나는 군말없이 그것올 수행한다. 

아프로디테가 지지하는 트로이인들에 대항하는 아르고스인들올 도우러 
혜라와 아테나가 그리스 동맹군의 진영에 나타난다.18) 이들이 함께 전햄l 

나타난 유일한 장변에서 두 여신의 행동은 현저한 차이률 보여준다. 혜라는 
“다른 사랍 쉰 명만큼이나 크다는 스탠토르의 목소리와 모숍율 취하고서 .. 
용기 꺾얀 그리스 진영의 전사률이 수치심올 느끼도록 만드는데 그친다. 반 

면에 아태나는 디오메데스에게 직접 말울 걸어 그블 신중뺨”서 벗어나게 
하고 자신이 직접 전차률 몰아 디오메데스훌 싸옴터로 이끌어 아레스에게 

상처훌 입히게 만든다.(5. 778-863) 게다가 두 여신의 대조되는 역합은 이 

에피소드 이전에 제우스에 의해 공식화되었다. 

17) Georges Dumézil, L ’'oublie de I’'homme et I’''honneur des dietα， Gallimard, Paris, 
1985, pp. 15-30. 

18) 아시다시피 이 전쟁에서 몇몇 신률도 양 진영으로 나누어져 전쟁에 개입한다. 혜 
라， 아테나， 포세이돈은 그리스 진영율 도와주며‘ 아프로디테， 이·훌롱， 아레스는 트 

로이 진영의 현율 든다，(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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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토르와 전쟁신 아레스가 그리스 진영의 뛰어난 무장똘훌 합치논대로 

죽이자 혜라는 옳립포스 상상뱀 있는 제우스률 찾。}가 다홈꽉 같이 말환 
다 

“아버지 제우스여， 아레스가 저토록 창언한 짓옳 해도 노엽지 않으십 

니까? 그는 아무련 옥척도 질서도 없이 저토확 훌륭한 아카이아 백성뜰 

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래서 나는 마옴아 아파 죽겠는데도， 퀴프 

리스19)와 은궁의 아풀롱은 아무런 법도도 모르는 저 미치광이훌 부추겨 

놓고는 태형스럽게 즐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우스여 내가 만일 아레 

스를 심히 쳐서 싸옵터에서 내쫓아 버린다면 노하시겠나이7Jr?" 

그러자 구름옳 모으는 계우스가 그녀에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전리 

품을 실어다 주는 아태나훌 부추겨 그를 치게 하라. 누구보다도 그녀가 
늘 그에게 따끔한 맛올 보여주곤 했으니까” 이렇게 말하자 흰 활의 여 

신 혜라는 거역하지 않고 채찍으로 말들올 쳤다. (5 , 748-768) 

이처럼 혜라가 결정하고 지휘하면3 아테나는 전차률 타고 그것올 수행한다. 

아프로디태에 대한 두 여신의 감정으로 말하자면， 이 감정률은 난폭한 

정멸과 중오로 귀착된다. 혜라는 아프로디태를 모욕하며， 아태나는 혜라보 

다 더 심하게 한다. 

디오메데스는 자신이 아레스률 공격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을 변 

명하기 위해 아테나에게， “그대는 나더러 축복받은 다른 신들괴는 맞서 싸 

우지 말것이나， 다만 제우스의 딸 아프로뎌태가 싸웅터로 룹어오면， 그 때 

는 날카로운 창으로 그녀를 찔러주라고 명형하셨습니다”라고 말한다. 

디오메데스는 바로 전에 일어났던 장변을 암시하고 었다. 아프로띠태가 

트로이인들올 구하기 위해 싸웅터에 뛰어들자， 아테나의 위임장에 협올 얻은 

그는 아프로디태에게 롤진하였다. “디오메데스는 무자비한 청동올 률고 퀴프 

리스에게 덤벼률었으니， 그녀는 힘없는 여신이며， 전시들의 전쟁올 주판히는 

여신률 축에 끼이지도 못하며， 아테나도 아니며， 마옳의 파괴자 에뒤오20)도 

아님올 그가 알고 았었기 때문이다"(3 ， 331-333)고 호머는 말훈따. 

디오메데스가 아프로디태에게 덤벼들자， 그의 무자비한 청동 청어l 팔올 

다친 아표로디태는 어쩔줄을 몰라하며 도망쳤다. 

“제우스의 따님이여， 전챙과 싸옴터에서 울러서시오 연약한 여자들 

율 속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만일 그대가 앞으로도 싸옵 

19) 아프로디태훌 말한다 (역주) 
20) 전쟁의 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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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에 끼어률 생각이라면， 이체는 아마 멀리서 전쟁이라는 말반 률어도 

무서워 훨게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그녀는 놀라 떠나갔고 몹시 괴로웠다. (3 , 348-351) 

제 l권과 제 2권에서는， 제2권의 마지막 양쪽 진영의 군대 목록올 저l외 

하고는 모든 것이 이 시의 제한된 진짜 주제 ••- 아킬레우스의 분노， 그 원 

인과 아킬레우스의 죽읍에 이르기까지 그 분노의 초기 절괴들 ~률 꾸준히 

준비한다， 그러나 호머가 분노의 배후에， 개인적인 행위와 감정 져면에， 일 

리온21)의 운명이라는 거대한 소재륨 어떻게 환기시키지 않올 수 있었겠는 

가? 그런데 이 운명은 세 여신의 갈퉁의 결고h 그리고 이 세 여선을 통한 

세 기능 이 세 기능의 조화가 사회의 지낯i-올 보장한다 의 불화의 결 

과이다 그 결과 호머는 아킬레우스의 분뇨L로 도입부롤 펼쳐놓은 뒤， 그 다 

옴에다 그가 여신들， 즉 한편으로는 지배자와 무샤 다른 한편으로는 호색 

가인 여신들의 내기룰 발견한 시들올 위치시킨다. 볼론 그가 기능 이론올 

세우는 것은 아니다. 시인인 그가 무엇 때문에 정치적 도구‘ 포는 신학적 
도구들을 취하겠는가? 그는 세 기능 해체의 스캔들 속에 그것들올 두 단계 

로 등장시킨다 세 기능을 구현하는 신적 인촬플 속에‘ 또 그 성격과 사회 

속에서의 그들의 위치가 세 기능의 도구인 인간뜰 속에 둥장시킨다 위에 

있는 배우들은 세 여신이며， 지상의 배우들은 지배자， 무샤 호색가이다. 

세 기농 인간 트리오를 제공하는 것은 온전하고 정상적인 사회인 트로이 

이다， 종교적 행위에만 개입하는 프리아모스 왕과， 양 진영에게 군대의 지 

휘자로 알려진 핵토르， 그리고 여신의 손에 놓아나는 목두각시 파리스라는 

세 인물이다. 그리스 진영은 야전의 군대이지 사회가 아니다. 따라서 이 군 

대는 총사령관과 무써}는 두 기능만을 활용한다 제 3기농은 농경의 행태 
(존재하지 않는다)와 부의 형태(전리품의 형태로 환원된다) 및 쾌락의 행태 

는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단지 건강의 영역(의사 마카온과 포달리아)에서 

만 둥장한다. 두 상위 기능 자체는 아트레우스가의 두 남자로 표상되는데， 

그 기원은 동둥하나， 그들을 수식하는 수식어들로 판단해 볼 때 서로 구별 

된다 l권과 2권에서 이미， 그리고 그 뒤에서도 전반척으로 불 수 있듯이 

아가햄논은 본질적으로 통치자， 거대한 권력율 가진 뽕치자， 인간의 왕， 백 

성들의 목자이다. 단 한번， 헬레네가 아가엠논에 대해 프리아모스 왕에게 

한 말， “훌륨한 왕인 동시에 강력한 창수"(3 ， 179)에는 주권자의 자질과 전 

사의 자질이 결합되어 있다. 메넬라오스는， ‘아레스의 벗’22) ， ‘호전적인’과 

21) 트로이의 다른 이룡(역주) 

22) 우리말 번역본{천병회 역‘ 「일리아스 , 단국대 출판부)에는 ‘아레스의 사랑옳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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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은 아려l스의 기질들로 규정되는 경우가 아주 많으며， 포 간혹 ‘힘찬 전투 

의 합성올 지르는’， ‘뛰어난 칭수’로도 수식되며， 꼭 한밴 ‘이카이아인들의 

우두머리’로 규정된다. 

이제 3권에서 세 여신과 인간들， 즉 세 기능이 다 갖추어진 트로이의 트 

리오와 불완전한 그리스의 트리오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를 보자 

파리스가 트로이인들의 선두에 나서서 아르고스인들의 장수들 중 누구라 
도 좋으니 자기와 일대일로 사생결단의 결투풀 하자고 나섰다. 양 진영의 

군대가 풍요할 때， 두 주엌이 전열에서 나왔다. 잔뜩 무장올 한 • 표범가 

죽올 걸친 어깨에 활과 칼을 메고， 청동 날이 달린 두 자루의 창t擔)을 휘 

두르며 -- 사이비 무사 파리스가 아카이아인들 중의 가장 용감한 장수들에 

게 도전하자， 메넬라오스는 좋은 먹이감을 발견한 사자처럽 전차에서 뛰어 

내렸다. 당연히 파리스는 간탑이 서늘해져 트로이 군대의 전우플 속으로 불 

러서고 말았다. 이것은 전주곡에 불과하다 

이때 진짜 용사 헥토르가 개입한다. 그는 따리스를 조홍하는데， 이 조롱 

은 파리스라는 인물이 보유하고 있는 기능， 그가 구현하고 있는 쾌락의 기 

능올잘규정한다 

“못난 파리스여， 외모만 멀쩡하지 계집에 미친 유혹자여， 너는 차라 

리 태어나지 말았었거나， 아니연 장가들기 전에 죽었어야 했올 것이다. 

그것이 더 바랍직한 일이었다. 이렇게 모든 사함틀 앞에서 창피롤 당하 

고 멸시률 받느니보다는 그 편이 훨씬 나았올테니ηh 아마 장발의 아카 

이아인들은 멀쩡한 네 외모만 보고 너를 우리의 선봉장t先錢將)인줄 알 

고 있다개 네 미음 속에 아무런 힘과 용기가 없옴옳 보고는 웃음을 터 

뜨리고 있올 것이다 그런 주제에 감히 충설한 전우쓸을 모아 가지고1 

바다률 여행하는 배를 타고 대해(大海)를 건너가 이방인률과 사귀다개 

머나먼 나라에서 창쉬檢手)들의 며느리인 미인올 데리고 용으로써， 너 

의 아버지와 도시와 모든 백성들에게는 븐 고풍이， 적에게는 기뽑이， 그 

리고 너 자신에게는 굴욕이 되게했더란 말이냐? 그러고도 아레스의 사 
량율 받는 때넬라오스와 맞서지 못하겠단 말이냐? 그러면 어떤 전사의 

아내롤 네가 빼앗아 왔는지 알았으리라. 네가 먼지 속에 나핑구는 날에 
는 너의 거타리스도 아프로디태의 선물도 그리고 너의 머리털과 외모 

도 아무런 도옴이 되지 못할테니까 하나 트로이인들은 모두 겁쟁이들 

이다 그렇지 않았던들 너는 그협게 끼친 수많은 해악으로 말미암아 
벌써 돌웃올 입었으리라 " (3 , 38-57) 

으로되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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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스는 전사인 행의 비난융 받아률인다. 하치만 그는 겸손화게 자신의 
기농올옹호한다. 

“헥토르여， 그대가 나률 꾸짖는 것은 당연하며， 철코 부당하지 않습 

니다 그대의 마옴은 언제나 도끼처럼 굽힐줄 모르요 선재(船材)률 솜 

씨있게 다듬는 복수의 손에 틀려 그의 활힘올 옳려주며 나무홉 뚫고 나 
가는 도끼처럼 말이요 그만큼 그대의 가슴 속 마옴은 겁옳 모르오. 하 

나 황금의 아프로디태의 사팡스런 선물올 비빙하지논 마십시요 산둘이 
손수 내리신 영광스러운 선물은 절대로 물려쳐서는 안되며，_lE 원한다 
고 해서 얻율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3 , 58-66) 

그리하여 조금 전의 허풍은 자신의 본성을 수용하고 그의 운영을 받아들 

이는 당당한 회생이 된다. 파리스는 빼토르에게 메넬라오스와 자신이 일대 

일로 결투를 벌리게 해탈라고 한다. 

“그건 그렇고 지금 내가 써우기률 그대가 진심으」료 원한다면， 다른 

트로이인들과 아카이아인률은 모두 앉게 하~R 그 가운데에서 아레스의 
사랑올 받는 껴l넬라오스와 내가 헬레네와 그녀의 모든 보물율 걸고 싸 
우게 하십시오 그리고 둘 충에서 누가 이기고 우세하든， 마땅히 그로 

히여금 보물과 여인을 집으로 가져가게 하고 다른 사함뜰은 모두 우의 
와 굳은 맹약올 맺어， 그대플은 기름진 트로이 땅에서 살고 그들은 말 
을 벅이는 아르고스와 미인의 고장인 아가이아로 톨아가게 하십시 
오_"(3 ‘ 67-75) 

아가멤논이 총사령관의 권위로써 양 진영에게 뼈토르의 말애 귀 기옳일 

것올 명하자‘ 적과 동료블에게 다 그 무훈이 알려진 헥토르가 위엄있게 따 
리스의 제안을 전달하였다. 메낼라오스는 이 제안올 수릭융}면서 계약 당사 

자들을 위대한 우주의 중인과 특히 제우스의 보증하에 묶어둘 정정당당한 

맹약옳 맺자고하였다. 

“그대들은 대지와 태양에게 바철 흰 수양 한 마리와 겁은 암양 한 
마리를 가져오도흡 하라. 우리도 제우스에게 바첼 것을 따로 한 마리 
가져오겠다 그리고 그대들은 위대한 프리아모스를 데려와 그가 몽소 

맹약을 맺게 하라‘ 그의 자식들은 교만하고 밍옳 수 없는 자들이니까 

이는 누가 오만불손하게도 제우스의 맹약올 따기하는 일이 없도혹 하기 

위함이다 젊은이들의 마음은 항상 들떠 었지만 노인은 무슨 일에 개입 
하든 앞뒤를 재는 법이므로 쌍형벼l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게 마련이다.’‘ 

(3‘ 10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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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지도자률이 퉁장활 때이다. 멀리 탑 위애서 행레네로부터 。J7}이아 

인률의 주장t主將)들에 관해 듣고 있던 프리아모스 왕은 지체없이 두 마리 

의 양율 꿀고 간다. 그가 안태노르롤 데리고 수레훌 타고 전장에 도착하였 

올 때， 아가뱀논은 그 옆애 었던 옳리시스23)와 함쩨 얼어섰다. 전령들이 뱅 

약 의식의 희생물인 세 마리의 양율 모으자， 아가햄논은 아버지 제우스와， 

모든 껏율 내려다 보는 태양， 강플과 대지， 그리고 지욱의 정형률을 중인으 

로 내세우며 서약하였다. 

“이떼 t써l서 다스리시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위대하신 아버지 제 
우스여， 만물올 굽어보시고 만사홉 들요시는 태양이여， 여러 강의 신들 

과 대지의 여신이여， 그리고 하계(下界)에서 거짓 맹세한 자들율 사후 

(死後)에 벌하시는 이률이여， 그대률은 중인이 되어 이 굳온 맹약융 지 
쳐주소서. 만일 알핵산드로스24)가 메넬라오스훌 축이거든 그로 하여금 

헬레네와 그녀의 모든 보물옳 차지하게 하소서. 우리는 바다훌 여행하 
는 배홈 타고 떠나겠나이다. 그러나 만일 금발의 메넬라오스가 알렉산 
드로스롤 축이거든 그대는 트로이아인졸로 하여금 행해네와 그녀의 모 

든 보물율 톨려주재 하시고 후제에까지 길이 남율 알맞은 보상옳 아르 

고스인률어1게 지활하게 하소서. 그러나 알렉산드로스가 쓰러졌는데도 그 
의 아률률이 보상옳 지활하기훌 거절한다면 나는 죄값옳 받아내기 위하 
여 앞으로도 계속 싸옳 것이며， 전쟁이 끓날 때까지 이곳에 머물러 있 

올 것입니다" (3, 276-291) 

맹약이 체결되어 프리아모스 왕이 그의 도시로 되툴아가자， 이제는 더 

이상 。}가뱀논이 관여합 일이 아니다. 핵토르와 율리시상} 절투장올 정비 

하고 두 철후자는 무기률 갖추었다. 체비훌 뽑자 파리스의 제비가 먼저 뷔 
어나왔으므로， 그가 긴 창을 먼저 던졌으나 메넬라오스의 방패훌훌 뚫지는 못 

하였다. 

이어서 메넬라오스가 반격올 가혜 그의 긴 창이 파리스의 가솜받이롤 뚫 

고 들어갔으나 파리스는 쟁싸게 몸옳 블어 예리한 창낳율 피하였다. 곧 이 
어 메넬라오스가 칼올 번쩍 쳐들어 파리스의 투구률 내려쳤으나， 컬반 조각 

조각 박살이 났다. 그러차 메넬라오스는 파리스의 투구의 말총장식을 거머 

쥐고 목줄기률 죄어 그툴 트로이의 진영에서 꿀어내려고 애썼다. 그러자 이 

툴 지켜보고 있던 아프로디테가 가죽띠률 풀어버리고 메넬라오스는 빈 투 

구훌 파리스 뒤로 던졌다 아프로디태 여신은 짙은 구름으로 감싸서 프리아 

23) 오뒤세우스훌 말함(역주) 
24) 파리스훌 말합(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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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률 가로채어 구해주는 것으로 만촉하지 않고， 그률 헬레네의 방으로 데 

려다놓는다. 

이제 드라뀐f틱한 희극의 트로이의 대단원이 전개된다. 헬레네는 늘 그렇 

듯이 높은 탑 위에 었으므로， 아프로디태는 그녀의 하인의 모슐올 하고 그 

녀에게 이성한 소식올 전해준다 

“나량 갈이 가셔요 알렉산드로스가 그대더러 집으로 오시래요 그이 

는 지금 첨실의 화려한 칭상 위에서 쉬고 있는데， 얼굴과 옷이 아름다 

웅에 빛나고 있어요 그대는 아마 그이가 적과 씨우다가 온 사험이 아 

니라‘ 무도회에 나가려는 사랍이거나， 아니면 막 춤을 추고 나서 앉아있 

는 사빵l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3 390-394) 

헬레네는 망설이며， 자신이 아프로디테와 그녀가 회하는 계략의 희생자 

인 듯한 태도를 취한다. 아프로디태는 행레네에게、 “나를 성나게 하지말라 

분별없는 여인이여， 내가 성나는 날에는 그대를 저버렬 것이다. 그리고 지 

금 그대를 몹시 사훈t하고 있는 그만큼 그대를 미워하게 될 것이며， 트로이 

인플과 아키이아인들 사이에 무서운 척의를 활러일으킬 젓이다. 그러면 그 

대는 비창한 죽음올 당하게 되리라"25)고 위협하면서 그녀의 존재이유를 환 

기시쳤다. 겁먹은 헬레네는 결국 아프로디태툴 따라 파리스가 있는 곳으로 

갔다. 그러나 그녀는 먼저 파리스가 자신의 패배에 치욕올 느끼게 하고， 다 

시 메넬라오스와의 결투에 나서라고 부추겼다 

“싸옴터에서 돌아오셨군요 그대는 거기서 내 전 남면이었던 강력한 

전사의 손에 쓰러져 쭉었어야 마땅해요 그대는 전에 완력으로나 창으 

로나 아레스의 벗인 메넬라오스보다 더 강하다고 자랑했어요 그러니 

^h 가서 아레스의 벗인 때넬라오스를 활러내어 다시 그와 일대일로 싸 
워보세요." (3 , 428-429) 

그러자 파리스는 현명하게 웅답한다. 

“부인이여， 그렇게 심한 욕셜로 내 마옴옳 괴롭히지 마시오 이번에 
는 메넬라오스가 아태네의 도용으로 나롤 이겼지만， 다읍에는 내가 그 

률 이질 것이오 우리 현에도 신률이 계시니까" (3 438-440) 

그리고 나서 파리스는 그의 본성올 되찾는다. 

25) c일리아스ζ ‘ 3권‘ 414-4 17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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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자， 옳이서 장자리에 누워 시량이나 졸겁서다. 일찍이 욕망 

이 이렇듯 내 미옴율 사로잡은 척은 없었오 바다률 여행하는 배애 태 

워 오던 길에 크라나에 성에서 그대와 사랑옳 나누고 잠자리률 갈이 했 
율 때도 이렇지는 않았오 그만큼 나는 지금 그대훌 사랑하며， 달콤한 
욕망이 나를 사로잡는구려 " (3 , 441-446) 

그녀가 무엇을 활 수 있었겠는가? 먼저 그녀는 첨대로 가서 그와 결합하 

였다. 결론은 그리스 진영에 있다. 메낼라오스는 야수처럽 구름이 그에게서 

홈쳐간 먹이률 찾으러 다녔으나 헛수고였다. 그리고 맹약의 보중인 아가렘 

논은 트로이인들에게 말율 하였다. 

“트로이인들과 다르다니아인들과 동맹군들은 내 말올 들어라. 숭리는 

분명히 아레스의 사량올 받는 메넬라오스의 것이다. 그러니 그대들은 

아르고스의 헬레네와 함께 그녀의 보물올 몰려보내고 후세에까지 길이 

남올 알맞은 보상올 지불하도록 하라 " (3 , 456-460) 

4권의 처옴은 • 여기서는 혜라와 아테나에게 주도권이 넘어간다 • 아 

프로디태가 숭리한 3권의 마지막에 대용한다. 이 처음 부분은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인간과 신들 사이에서 작동하는 관계들을 신학의 용어로 공식 

화하여 쳐l시하며， 때 맞추어 혜라률 여신 트리오 속에서의 그녀의 가장 높 

은 위치로 되돌린다. 제우스는 그의 누이이자 아내인 혜라롤 빈정대며 즐거 

워한다 

“메넬라오스는 아르고스의 혜라와 알랄코메나이의 아태나， 이렇게 두 

여신올 후원자로 갖고 있으나， 그들은 멀리 뻗어져 앉아 그저 구정하기 

만올 즐기는데， 웃기 좋아하는 아프로디태는 늘 알핵산드로스의 곁에 

지켜서서 축옴의 운명을 믹。} 주는구나 이번에도 축는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를 구해주었지." (4 , 7- 12) 

테티스에게 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혜라와 아태나의 뭇에도 불구하고 그 

리고 파리스률 납치한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제우스는 • 여러 신들이 그의 

아래에서 행사하는 여러 기능들보다 우월한 • 세계를 다스리는 풍치자답 

게 위에서 사건툴올 관찰한다. 그는 여신들에게 이 갈풍의 명예로운 결말， 
즉 프리아모스의 도시가 무사히 구원되고 메넬라오스는 헬레네를 되찾을 

방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제우스가 원하는 그것은， 단지 아프 

로디태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만 그리스인들올 선동했던 두 여신들에게 적합 

한 방도는 아니었다. 제우스는 혜라의 뭇올 꺾으려고 애쓴다. 만일 그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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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고집한다면 트로이가 굴복하도룩 하겠지만， 그러나 그 때는 제우스 자 

신이 혜라에게 소충한 그리스의 한 도시를 마음대로 파괴합 거라고 그녀에 

게 말한다. (아프로디태에 대한 북수의) 집착에 눈먼 혜라는 이것올 수락하 

고 자신이 세 도시를 제공하기까지 한다. 

“정말이지 내가 가장 사랭하눈 세 도시는 아르고스와 스파료타와 길 

이 넓은 미케네입니다. 이 도시들이 미워지시거둔 언쩨든지 파괴해버리 

십시오， 나는 이률옳 위해 나서지도 않올 젓이며， 그대에게 거절하지도 

않올 것입니다" (4, 51-54) 

그리고 혜라는 제우스에게 부탁하기를， 아태나롤 전장으로 내려 보내어 

트로이인들올 부추겨 그돌이 맹약올 먼저 파기하여 스스로 잘왕R 빠질 행 
동을 하게 해달라고 한다. 그렇잖아도 그러기률 열망하고 있던 아테나는 지 

체없이 임무률 수행한다. 그녀는 멋진 활올 가진 뤼카온의 아들 판다로스에 

게 메넬라오스를 향해 활을 쏘아 알핵산드로스의 총애와 영팡올 얻으라고 

암시한다. 메넬라오스는 이렇깨 해서 배에 가벼운 상처를 입게 되며， 이것 
은 시인에게 제 3권에서의 프리아모스， 뼈토르 따리스라는 온전한 기능적 

위계질서에 부용하는 그리스 군대의 조건에 맞춰 조절된 축약된 기능 트리 

오26)를 개략적으로 그릴 기회톨 제공한다 아츠히꼬 요시다가 연구한 공식 

에 의하면， 이 축약된 기능 트리오는 왕들의 왕 아가햄논 그의 동생인 전 

사 메멜라오스* 그리고 아스클레피오스의 아들인 의사이다. 실제로 아가맴 

논의 부름을 받고 마키온이 달려와 메넬라.~를 치료한다. 

본질척인 것으로 되돌아가면， 서사시 제 3권은 정당화되었다. 제 3권은， 

이제 1:1]-야흐로 전쟁의 문이 열리려 하는 때， 대 전투의 문턱에서， 사회 • 도 

덕 · 정치 철학올 희-비극의 형태로 쩨시한다. 이 철학은 미케네 시대에 실 

재했던 어떤 약탈의 역사 위에 도금되어， 피타고라스나 플라폰같은 이오니 

아 사상가들의 이론과 분류롤 예고하면서27)， 그 약탈의 역시블 과장시켜 

26) 앞에서 이미 보았듯이， 그리스 진영은 야천의 군대인지라 제 l 기농과 제 2기농만 

온전한 형태로 나타나고 쩨 3기농에서는 쾌락의 행태와 농경의 형태는 나타나지 
않고 부만이 전리품의 형태로 환원되어 나타난다고 뒤메질이 말했다. 그런데 이제 
제 3기능에 속하는 또 다른 형태인 건강의 영역이 메낼라오스의 치료률 위해 나타 
남올밀한다 

27) 륨라폰은 인간의 혼은 추리척 부붙， 격쟁척 부분， 욕구적 부분의 세 부분으로 구성 
된다고 보았다. 추리척 부분은 속려， 분별， 지혜활 지닌 부분으로， 혼 전체훌 위하 
여 숙고훌 하며 지H뼈는 것이 어율리는 부분이며， 격정척(또는 혔顧성) 부분은 추 
리적 부분율 보조하여 추리척 부분이 숙고하여 결쟁한 바훌 그 지시에 쫓아 용기 

있게 실행하는 것이 어율리는 부분이며， 욕구적 부분은 추리척 부분과 기개척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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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색하여 그리스인률에게 그것율 칭송하였다. 그리고 서사시 제 3권이 그렇 

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 청자훌은 그래서 (여선률의) 내기들 - 제 I 권에서 
지도자률의 지극히 인간척인 갈퉁이 혼란시켰던 - 의 규모활 의식하고 또 
의식한다. 

혜라와 아태나에 대립되는 아프로디테， 그리고 파리스의 심판 때에 아프 

로다태가 한 약속의 실현， 헬레너l의 납치와 그에 띠혼 비극률율 상기할 필 
요가 있었다. 트로이에 있는 헬레너1 ， 트로이의 원로들이 찬란하고 저주하는 

헬레네， 프리아모스 황에게 。}얘l아의 장수들율 상세히 묘사하는 헬레네， 

한 남자의 행복이자 한 도시의 재앙인 헬레네， 아프로디테의 숭리의 도구이 

자 희생인 헬레네， 그래서 서사시 제 3권은 헬레네의 시7)-(詩歌)라고도 말 

할 수 있다 r일리아스J에서 대척합 군대톨이 어떻게 이것률을 상기하지 않 

고 당당히 행군합 수 있었겠는가? 

시인의 3기농 의도가 일단 인식되고 나면， 이젓이 모든 것옳 셜명한다. 

‘참올 수 없는 혀풍장이’， ‘능력 부혹의 전샤， ‘열정옳 주체 못하는 정부{情 

夫)’라는 파리스의 모습들은 그 자신 속에 있는 제 3기능의 여러 면모들올 

보여준다 반면에 시의 나머지 부분에서 그는 헬레네와 더 이상 만나지 못 

하고 그리스의 함선들이 공격할 때(12， 93) 수차 명예로운 무사가 되어， 

그리하여 트로이의 세 징수돌 중의 한 사람이기도 하였다 아가햄논과 프리 

아모스의 유일한 만남은 종교적 행위 속에서 두 사람올 연결하였으며， 이 

종교적 행위에서 두 사람 공홍의 통치자 기능은 그들에게 제우스률 주 상 

대자로 부여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계충에서， 한편으로는 핵토르의 위엄 

만이 양측 군대에게 종교적 행위를 부과할 수 있었으며， 그의 가장 중추적 

인 모습이 무사였기 때문에， 그는 호색가인 동생올 잔인하게 조롱할 수 있 

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투 쪽으로 완전히 기운 메넬라오스는 무사 

가 무엇인가를 긍정척으로 보여주면서 파리스률 공격하였다. 그리고 이 인 

간 꼭두각시들 배후에 있는 여러 신들은 자신들의 모습올 숨기지 않는다. 

연약하나 자신만의 혹별한 힘올 가진 아프로디테， 제우스에게 영향력을 가 

진 혜라， 혜라의 부관 아태나. 

2. 세 기능21 조호128) 

의 조향11 북종하는 것이 어율리는 부분이라고 설명한다 그리하여 훌라톤은 추리 
척 부붐이 우세한 사랍은 수호자 내지 治훌로 쩍협끽하고， 격쩡쩍 생향이 우세한 사 
람은 무사로 척합하며， 욕구척 부분이 우쩨한 사람은 농 · 공 · 상인으로 척합하다고 
하였다"국가.， 제 4권 

28) 뒤메질의 작업에서는 이 내용들이 연결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필자가 두 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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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우리가 효머가 세 여신률의 합치된 기농적 가치룰 기억하고 있었올 

거라고 생각한다면， r얼리아드』의 다른 에피소드가 또 다른 의미에서 새로 

운 맛율 지닌다. 제 14권에 혜라가 사건들옳 너무 지나치게 홍제하는 남편 

제우스률 계획척으로 잠재우는 긴 장면이 있다 그녀는 터득된 방법 - 척 

어도 소설 속에서는 一에 따라 제우스률 쾌락에 취하도록 만들려한다. 그녀 

의 배우자로서의 권리， 위엄었고 아름답다는 강정돌만으로도 총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올 젓이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 변에서 가능한 옹갖 기회들을 

다 활용하고 싶어했으며， 또 그렇게 일을 꾸민다. 그리고 이번에는 통일한 

세 기능 도표를 자신이 합치시킴으로써 조화시켜 • 그러나 「일리아스』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자신의 내부에서의 파열로 인해 숱한 불행룰을 야기한 

다 국가들올 자신의 뭇에 맞게 유지하거나 서약올 보뚱하게 한다 따라 

서 그녀 자신이 뭇밖의 도움을올 받아 아테나의 기능과 아프로디태의 기능 

올수행한다， 

황금 보좌의 헤라는 그녀의 오라버니이자 시아주버니인 포세이돈이 전투 

에서 그리스인들올 격려하는 것올 보고 기뻐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이다 산 

의 최정심뻐l 있는 제우스도 보았는데， 제우스는 그녀를 불안하게 하였다. 

어떻게 그의 정신을 혼들어놓올 것인가? 곱게 벗부려 치장한 뒤 이다 산으 

로 그를 만나러 가는 것이 최선의 방책 같아 보였다 그렇게 하면 그는 아 
마 그녀의 몸을 껴안고 사랑을 속삭이기를 원할 것이고， 그러면 그녀는 그 

의 눈생 위에 딸콤하고 부드러운 잠을 쏟아부을 것이다. 그녀는 치장을 하 

였다. 

l 그녀는 신들이 조제한 영광의 앵브로시아가 보관되어 있는 벽장올 열 

러 가는데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치 않았다’， 그녀는 햄브로시아로 자신 

의 몸을 문질러 모든 때{오점)를 말끔히 제거하였다. 그녀는 그녀를 위해 

만들어진 신들의 향유흘 듬뿔 발라 몸에 그옥한 앵브로시아의 향기를 내었 

다 이 향유는 그녀가 제우스의 궁전에서 톰윷 움직이면， 대지와 하능을 그 

향기로 가득채울것이다 
2. 그녀는 아테나가 ‘그녀를 위해 짜준’ 향기로운 의상올 입었다 그녀는 

그것을 보석으로 장식한 뒤 허리띠를 두르고 면사포를 쓰고 이름답게 치 

장된 샌들을신었다. 
3. 그리고 나서 아프로디태률 불렀다. “내 딸이여， 내 지금 부탁이 하나 

있는데 들어주겠소? 아니면 나는 다나오스인들올 도우고 그대는 트로이에 

인들올 도운다고 해서 거절하겠소?" (14, 190-192) 

나누어 후반부에 이 제목을 붙였다 



78 종교학 연구 

유혹의 얼이라면 나머지 모든 것을 잊게 만들 정도로 모두 직업척으로 

흥미롤 느끼는 아프로디태는 혜라의 명령올 칙수한다. “혜라여， 여신들의 
여왕어여， 위대한 크로노스의 따님이여， 심총의 생각옳 말씀하소서. 내 기꺼 

이 들어드리겠나이다. 만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이루어질 수 있는 일 

이라면，" (1 4, 194-199) 
그러자 혜리논 뻔뻔스럽게도 거짓말올 한다. 

“그러면 나애게 애정과 욕망옵 주어요 그것으로 그대는 죽음을 모르 

는 신들과 축어야 합 인간들율 모두 정확하니까 나는 신률의 아버지 
오케아노스와 어머니 태티스률 만나보려고 풍요한 대지의 끝으로 가는 

길이오 두분께서는 레아에게서 나롤 데려다가 그블의 궁전에서 정성껏 
나롤 길러주고 보살며주었지요 목소리가 멀리 들라는 체우스가 크로노 

스훌 대지와 추수할 수 없는 바다 밑에 가두였올 때 말이오 나는 그분 

들올 만나러 가서 두 분 사이의 그철 줄 s!료는 갈둥올 풀어줄 생각이 

오 그분들은 마음 속에 원한을 풍고 서로 애정과 잠자리률 같이하지 
않은지가 벌써 오래되었으니까 그러니 만일 내가 말로 그분률의 마음 

올 설득하여 다시 잠자리로 롤아가게 하고 사량으로 결합하게 해준다면， 

그분들은 영원히 니륨 소충하고 존경합 만한 친구라고 부훌 것이오” 
(1 4, 200-210) 

아프로디태는 주저하지 않고 “신들 중에 가장 강한 제우스의 품에서 잠 

올 자는” 혜라에게 수놓은 리본올 주었다. 거기에는 마치 오늘날 우리 염색 

체 위의 유전자처렴 옹갖 유혹블， 사랑， 욕망 그리고 아무리 현명한 자의 

마음도 호라는 사랑의 밀어(密語)와 기분좋은 달콤한 말들이 있었다. 

혜라는， 미소률 지으면서 시인은 이를 강조한다 -、 그 리본올 가슴에 

간직하고 관농의 공략올 성공시키러 간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흘 전장으 
로 가기 전에， 그녀가 할 일은 이제 죽음'(Ia Mort)의 형제인 수면(Ie 

Sommeil)을 통반하는 일 밖에 남지 않았다. 

홍속회극 속에서 이 세 기능 여신의 합치가 이루어지는 것올 보는 것도 

재미있다. 최고 주권자 혜라와， 관능척인 아프로디태， 그리고 그들 사이의 

아테나 • 그녀는 양치기 심판관 파리스의 눈에 돋보이게 했던 창1擔)이나， 

제우스에게는 영향올 끼치지 않는 임기웅변의 어떤 호전척 재능으로 개입 
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이차척 활동인 직초솔로 개입한다. 아태나의 손 

에서 창과 토리개라는 이 두 장비의 결합은 어떤 문제률 제기하는데， 아마 

도 그 열쇠는 미케네 문명 이전의 세계 속에 있겠지만， 여기서는 토리개가 

아태나롤 떠융리게 하며， 또 그것을 통해 트리오를 보다 잘 재조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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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해준다. 즉 토리개는 『얼리아드4 전체가 악의척으로 구분된 것으로만 
알고 있는 이 신률의 조직율 척어도 한 번은 쟁상척이고 조화롭게 작동시 

켜 제시해 준다. 

N. 맺는 말 

몇 가지 보충 설명율 떳불이면서 뒤메질이 분석한 내용플울 정리하는 것 

으로 이 글올 마무리짓겠다. 

트로이 전쟁은 기원 전 12세기 경에 있었다 ; 그러나 본격적인 전투 개 

시 이전에 그리스 진영은 10년 동안이나 트로이 성을 제대로 공략도 하지 

못한 채 허송 세월올 하며 보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진영은 전 

쟁을 포기하지 않고 마첨내 트로이를 첨략하여 갯더미로 만들었다 ; 그 후 

트로이는 수 세기 동안 며l허로 님아있게 된다. 오늘날 고대 그리스 연구자 

들은 대체로 위의 챔들올 역사적 사실로 받이들이면서 그리스인률을 트로 

이 성벽의 발치에 10 1건이나 묶어 두었던 트로이 전쟁의 창된 의미를 그리 
스인들의 트로이에 대한 약탈 전쟁으로 규정한다)9) 

그런데 트로이 전쟁 몇 세기 후에 그리스인들은 그들의 신회에서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올 다르게 셜명할 뿐 아니라， 그 약탈의 전쟁을 

여러 서사시를 흉해 찬미하기까지 한다 트로이 전쟁의 원인， 전장에서의 

영웅들 간의 인간적 갈퉁 및 그리스 영웅들의 눈부신 활약， 전쟁의 승리， 

그리스로의 귀향， 전쟁으로 인한 가정의 파괴와 삶의 황폐화， 불경죄 신 

들올 기만하거나 그 명령율 거부하는 행위 둥 →롤 저질렀던 영용이 겪는 

29) “빅토르 베라르는 트로이가 다르다넬스 해협을 풍과하는 혐난한 항로훌 피해 육로 
수송울 가능케 해주는 전략척 요충지였기 때문에 아카이아인이 이곳옳 차지하려고 

전쟁을 일으쳤다는 가정옳 세웠다 그러나 아카이아인은 트로이에 정착하겠다는 생 
각은 없었고， 단지 대규모 약훨극울 벌이겠다는 계획이었다는 주장도 었다. 이러한 

주장은 트로이 발굴 작업올 흥해 밝혀졌다 아나훌리아 북부 내륙 지방에 있던 히 
타이트 제국은 물론 지충해 연안의 항구 도시와 긴밀한 교역 관계롤 맺고 었던 트 
로이는 눈부시게 번영옳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이 점은 호머 서사사에서도 확인된 
다 트로이는 이카이아인의 약왈로 갯더미가 되어 그 후 몇 세기 풍안 폐허로 남았 
다. 그들은 이카이아 왕들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아가맹논 -- 그의 홍수권은 의심 
받기도 한다 •• 의 지휘 아래 동지충해에서 가장 번영하고 있던 도시 가운데 하나 

언 트로이률 대대척으로 약활한다는 엄청난 계획율 뚫러싸고 뭉쳤떤 것이다" 
Pierre Lévêque, La Naissance de la Grèce, GaJl imard. France. 1986, 최경란 옮 
김~그리스 문명의 탄생~， 시공샤 1995‘ 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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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련 풍의 이야기를이 ‘트로이 서사시권’의 내용 전반율 이훈다고 불 수 있 

다. 횡금 사과훌 서로 차지하기 위한 세 여신률의 경쟁에서부터 파리스의 

헬레네 납치까지 이어지는 r퀴프리스J의 내용이 트로이 전쟁의 월인올 말 

하는 것이라면 r일리아스』의 1-2권의 내용은 영용들 사이의 인간적 갈혐l 

관한 것이다. 

그려스 진영은 본격적인 전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푸 영웅 아가뱀논과 아 

킬레우스의 불화로 인해 고홍올 겪는다. 뒤메질은 호I껴가 r일리아스」를 흉 

해 전하고자 하는 진정한 메시지는 바로 이 점， 즉 제 2기능의 구현자인 

영웅의 분노(아킬레우스) 또는 영웅들의 갈풍{아가맹논과 아킬레우스)이 가 

져다주는 사회척 위기라고 해석한다. 그런데 f일리아스』의 3-5권의 내용은 

「일리아스」가 답고 있는 전체 내용에 비추어 불 때 사뭇 이질척이다. 그래 

서 3-5권의 내용은 제 2권에서 제 6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흐름올 단 

절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게다가 그 내용은 『일리아스j보다 후기의 작품인 

『퀴프리아』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면서 그 후속면옳 이룬다. 다시 말해서 파 

리스의 심판 • 세 여신의 불화 • 파리스의 헬레네 납치 • 트로이 전쟁 

발발 • 혜라와 아태나는 합심하여 그리스 진영올 후원하고 아프로디태는 

트로이 진영을 도운다. 이러한 연결 고리의 마지막 부분이 r일리아스，，3-5권 

의 내용이며， 이것은 앞의 「퀴프리스』의 내용과 일관된 하나의 흐름올 유지 

한다. 이런 이유플로 인해 F일리아스』 연구자물은 제 3권에서 제 5권올 후 

기의 가필 또는 삽입으로 간주하며 r 일리아스J의 저^~가 호머 한 사뿜f이 

아니라는 주장올 펼친다. 

그러나 뒤메질은 제 3 - 제 5권의 삽입이 오히려 호머 서사시 제작의 독 

특성율 보여준다고 역설한다. 일리아스 제 2권의 마지막은 두 영웅 아가햄 

논과 아킬레우스의 갈둥이 표면적으로나마 봉합되고 제우스가 보낸 거짓 

꿈올 믿고 그리스 진영은 대전투를 개시하기 위해 全軍올 정비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3-5권에서 전쟁은 곧바로 전면전으로 들어가지 

않고 세 여신들에 의해 조종되는 몇몇 인물들 사이에서의 개별전의 양상올 

띤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파리스의 심판과 세 여신의 갈둥 및 햄레네 

납치 이야기가 곳곳에서 약간씩 직접적으로 또는 암시척으로 언급되면서 

전쟁의 원인이 이야기된다. 이미 말했듯이 그리스 진영이 함대를 몰고오4 트 

로이훌 공략하러 왔으나， 트로이 성에 접근도 하지 못하고 배를 홍다에 정 

박시킨채 10년이라는 세월올 보낸다. 일리아스의 제 5권 이후의 내용은 대 

치해 었던 양 진영의 본격적인 전면전 전투훌 탑고 있다. 그러니 10년의 

대치 끝에 개시되려하는 전루를 묘사하기 이전에 어떻게 호머가 이 전루의 

원인올 상기시키지 않올 수가 있느냐고 뒤메질은 반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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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보았듯이 뒤메질은 그리스인들이 설명하는 트로이 전쟁의 발벌과 

멸망의 신화척 원인을 세 기농의 부조화로 해석하면서， 호머가 이롤 세 기 

능올 구현하는 신들의 기능 트리오 • 혜라， 아태나， 아프로디테 }와 인간 

들의 기농 트리오 - 트로이 진영에서는 프리아모스， 핵토르， 파리스 -를 

동장시켜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다. 이 이중의 가능 트리오의 구성원들이 드 

러내쓴 관계는 곧 기농척으로 위계지워진 총체 속에서 하위 기농의 과도한 
작용으로 조화가 깨어진 트로이 사회의 갈둥이다. 그런데 뒤메질에 의하면 

이 3기능 개념은 인도-유럽족이 공홍적으로 지녔던 이상적 사회관으로1 세 

기능 중 어느 한 요소가 다른 요소들과 조화률 이루지 못하고 지나치게 돌 

출한다면 전체의 균형이 깨어져 체쳐1가 와해된다는 생각이다 ‘호머가 자신 

의 서사시 속에서 기능 이론을 전개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스 밖에서도 확 

인되는 3기농 민담의 도식올 독창척으로 충실히 연장한 것이라고 서두에서 

밝힘으로써， 뒤메질은 『퀴프리스』 신회는 비록 「일리아스 보다 후기의 작 

품일지 몰라도 그 내용은 호머 이전부터 그리스인들 사이에서 전해지던 

『일리아스ι 이전의 전송임울 주장한다. 결국 그리스인들은 신화를 통해 트 
로이 전쟁의 발단과 트로이 멸망의 원인을 트로이 사회의 내적 갈둥으로 

설명함으로써 트로이 전쟁이라는 대 약탈의 사건올 후에 정당화하하고 위 

장한 것으로 뒤메질은 피악했다. 그리고 인도-유럽인들이 은연중에 지니고 

있었으며， 그리스인들이 자신들의 약탈 행위를 도금하기 위해 이용했던 이 

3가능 개념올 피타고라스나 플라톤은 완전하게 체계화시켜 공공연히 드러 
내었다고보았다 

호머가 「일리아스』 제 3 - 제 5권에서 트로이 멸망의 원인인 세 기능의 

부조화를 이야기한다면， 제 14권에서는 세 기능의 조화가 가져다주는 효력 

을 묘사하는 것으로 뒤메질은 해석했다. 펠리아스』 전체룰 통해 혜라와 아 

테나는 합심하여 그리스 진영울 도와주는 반면 아프로디테는 그리스 진영 

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다른 두 여신과 대립 • 반목하는 모습을 보여준 

다， 그런데 제 14 장에서는 의아스럽게도 혜라의 청에 따라 세 여신은 돌연 

히 적대률 접고 화합 • 협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구성은 논리적으 

로 볼 때 터무니없어 보인다. 그래서 신화는 때로 ‘삽화적’， ‘우연적’이라는 

수식어로 장식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뒤메질의 해석올 수용하면， 얼견 

논리적으로 황당해 보이는 이러한 구성이 오히려 정교한 신화의 논리로 드 

러나면서 신회는 우리로 하여금 그 표현의 독흑생옳 느끼게 해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