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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에서의 “영웅”의 탄생과 성장

어린이 신 호루스의 탄생 및 성장 신화를 중심으로

유성환*1)

1. 들어가며

2. “소 호루스“와 어린이 신

3. “영웅“의 탄생과 성장: 호루스의 유년기

4. 결론: 영웅의 탄생과 성장 신화적 선례

1. 들어가며

헤시오도스는그의대표작 일들과날들에서세계가거쳐온단계를 “황금시
대,” “은의시대,” “청동시대,” “철의시대”로나누었으며 “청동시대”와 “철의시대”

사이에 “영웅의시대”를넣었다. 이것은역사적으로청동기시대와철기시대사이

고대근동과 지중해 전역에서관찰된역사적 격변기를반영하는 동시에 그리스

신화에서는영웅의비중이신들못지않게중요하다는것을반증한다. 그러나우주

의 성립이유와 통치원리를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있는 창세신화가 주류를

이루고있는이집트신화체계에서영웅의비중은미약하기만하다. 이집트신화의

경우인류(이집트인들)에게문명을전수해주고세상을조화롭게다스리는이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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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통치자로서묘사되는오시리스(Osiris)를문화영웅으로볼수있으나이는오

히려오시리스가세트(Seth)에의해살해된후명계의지배자가된다는것을설

명하기위한신화적서사에더가깝다. 또한 “영웅”을, 시련을통해자신이속한

동류로서의인간이가진한계를극복하고한단계고양된세계, 즉신적인세계로

다가가는존재로정의한다면이집트신화에서는영웅의존재를발견하는것이불

가능하다고단언할수도있는데그이유는이집트인들이영원히반복되는변화의

개념인 “네헤흐(nHH)”와영원히불변하는완결의개념인 “제트(Dt)”를중심으로하

는순환적인시간관을가지고있었기때문이다(아래 3.2. 참조). 신화학자조셉

캠벨(Joseph Campbell)이제시한바, 영웅의탄생으로부터성공에이르는과

정은출발→입문→귀환의도식을따르며이도식에따라영웅은여러가지시련,

특히유년기의성장과시련을거치며자신의운명을극복하고삶의지혜를터득한

다.1) 이처럼영웅은모험과시련을거치면서새로운세계를인식할뿐만아니라

그가 속한 세계 역시 영웅의 출현으로 이전과는 다른 상태로 진보한다. 따라서

영웅신화는필연적으로현재가과거보다,미래가현재보다한단계더발전한다는

직선적인 시간관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집트인들은 불변하는 완결된 법칙을 바탕으로, 특히 태양의 상승과 하강으로

상징되는순환적인현상들이영원한주기를거쳐반복되는순환적시간관을가지

고있었다. 그러므로우주는창조주가의도한질서에따라처음부터완전하게창

조되었으며그결과지상에필요한인물은세상을보다높은차원으로고양시키는

영웅이아니라창조주의의지를대변하여순환적인주기를거쳐반복되는질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이상적인 통치자였다. 이집트에서 영웅신화가 크게

발전하지 못한 것은 이와 같은 시간관/세계관과 깊은 연관이 있다.

그러나이와같이고착된이집트의순환적시간관/세계관속에서도성장의신

화소를가지고있는신들이등장하는데이들이바로새로운태양의상승을상징하

는어린태양신과오시리스신화에서오시리스의아들, 즉왕권의적법한후계자

1) 조셉캠벨, 세계의영웅신화 아폴로, 신농씨그리고개구리왕자까지, 이윤기옮김,
(서울: 대원사, 1989년),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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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등장하는호루스(Horus)이다. 이집트신화에서창조주를제외한다른신들은

선대의 신들의 결합에의해 탄생하기는 하지만 성장의신화소는 대개발견되지

않기때문에성장의신화소를따로가지는신들은 “어린이신(child deity)”으로

별도로분류되는데어린이신중에서도유아기의성장에대한독자적인이야기를

가지고있는신은호루스가유일하다. 따라서호루스신화는순환적시간관속에

서도특이하게성장과고난의드라마를가지고있는신화로분류될수있다. 그런

데호루스성장신화에대해서는국내외적으로단편적인연구만이루어졌을뿐(아

래각주2번, 12번참조) 영웅의성장과고난의극복이라는시각에서는종합적인

정리와분석이이루어지지못했다. 본논문에서는이집트신화체계에서유일하게

영웅의성장과고난에대응하는호루스신화의서사와구조를원전을통해파악하

고이러한신화가순환적시간관/세계관을기반으로한우주, 왕권, 제의의영역

에서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소 호루스와 어린이 신

2.1. 배경정보

호루스는 선왕조 시대(기원전 5000-2920년)부터 그리스-로마 지배기(기원

전 332-기원후 395년)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역사 전반에 걸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신들 중 하나이다. 도상과 호칭, 역할 등을 고려할 때 호루스는

크게 (1) “대호루스(Hrw-wr 혹은천신,태양신으로서의호루스)”와 (2) “소호루

스(Hrw-zA-jst 혹은아들신으로서의호루스)”로나뉜다.2) “대호루스”는두날개가

2) Dieter Kurth, “Haroëris,” Lexikon der Ägyptologie: Band II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77), cols. 999-1003. 프랑크포르트(H. Frankfort)는

『피라미드텍스트(Pyramid Texts)』주문303번(Pyr. 466a-b): Twt Hrw zA wsjr, 
Twt (wnjs)| nTr smsw zA Hwt-Hrw, Twt mtwt gbb “그대는 호루스, 오시리스의 아들; 그대
우나스(Unas)는높은신, 하토르(Hathor)의아들;그대는게브(Geb)의씨”를근거

로 호루스가 하나의 신이라고 주장한다. Henry Frankfort, Kingship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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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오른쪽눈과왼쪽눈이각각해와달인창조주, 하늘신으로표상된다. 한편

“소호루스(이하호루스)”는오시리스신화에편입되어오시리스의아들로서등장

하는데이집트의신들중에유일하게유년기에대한서사가존재하는신이다. 유

년기에대한이야기를가진 “어린이신(child deity)”으로서호루스는하늘의여

신누트(Nut)의몸에서매일새롭게태어나는태양신과함께어린이신의중요한

역할모델이된다. 그렇다면어린이신(들)이란어떤특징을가진신들이며신화

속에서 이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2.2 어린이 신의 정의

“어린이 신”이란 문헌이나 도상에서 어린이의 모습으로 묘사되거나 표상되는

신을 말한다. 고대 이집트의 신들은 대개 다른 신에 의해 창조되거나 잉태되는

것으로 묘사되므로 이론적으로는 아툼(Atum)과 같은 창조신, 아문(Amun)과

같은국가신의신격을가진일부신을제외한대부분의신들이어린이의신으로

묘사되거나표상될수있다.3) 이집트의신학체계에서는성인의모습보다는전형

적인어린이의모습으로더빈번하게묘사되는신들이존재하는데바로이런신들

이어린이신으로정의될수있다. 어린이신의범주에포함되는신들의특징은

Gods: A Study of Ancient Near Eastern Religion as the Integration of
Society and Nature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41.멜쩌(E. S.Meltzer) 역시호루스의다양한역할을동일한신의

다양한 측면으로 보고 있다. Edmund S. Meltzer, “Horus,” The Oxford
Encyclopedia of Ancient Egypt: Volume 2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119-122. 반면블리커(C. J. Bleeker)는이들역할이밀접히연계되

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두 호루스는 구별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Claas J.

Bleeker, Hathor and Thoth: Two Key Figures of the Ancient Egyptian
Religion (Leiden: E. J. Brill, 1973), 25. 한편바타(W. Barta)는다른호칭에
따른 구별이 신왕국 시대(기원전 1550-1070년)에 비로소 이루어졌다고 설명한다.

Winfried Barta, Untersuchungen zum Götterkreis der Neunheit
(München: Deutscher Kunstverlag, 1973), 164.

3) ErikHornung, Conceptions of God in Ancient Egypt (Ithaca and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82),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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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4)

(1)어린이신은모두남신이다.이는이집트사회에서왕권을비롯한모든권한

과직책이아버지에서아들로계승되었기때문이다. 어린이신의궁극적인

기능은이상적인후계자의구현이라할수있으며따라서모든어린이신은

항상남자아이혹은청년의모습으로만표상된다.고대이집트에서남자어

린이들은나체로,또한앞머리와옆머리를깎아내고오른쪽옆머리의머리칼

만을길러땋아늘인변발(side-lock)을한모습으로묘사된다.그리고대개

는집게손가락을입에문채앉아있거나서있는모습을하고있다.어린이

신들역시이와같이엄격하게고착된도상을그대로따른다.

(2)어린이신은아버지-어머니-아들로구성된성가족(familial triad)의일원

으로묘사된다.성가족은고왕국시대(기원전2649-2134)말기부터그중

요성이증대되기시작한오시리스신앙에근거를두고있다.오시리스신앙이

이집트전역으로파급되고오시리스를중심으로하는내세관이인기를얻기

시작하면서다른주요종교도시의신관들역시오시리스-이시스(Isis)-호루

스로구성된전형적인성가족을모델로자신들의주신을중심으로한성가족

을고안하기시작했고이들성가족은해당지역의주신으로숭배되었다.

(3)성가족에편입된어린이신은우주의순환적인재생과왕위의적법한계승을

상징한다.우주의순환적인재생을상징하는가장대표적인어린이신은어린

태양신레(Re)이다.한편왕권의적법한계승을상징하는어린이신은오시

리스와이시스의아들인호루스이다.이들두신은다른어린이신들의역할

모델이된다.

4) 어린이신에대한정의는필자의이전논문 이히, 시스트럼연주자 에서발췌하였음을

밝혀둔다. 유성환,「이히, 시스트럼연주자 이히를통해본어린이신패턴」,『종교와

문학』 제 23호, (서울대학교 종교문제 연구소, 2012), 13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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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어린이 신의 역할 모델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어린이 신은 우주의 순환적인 재생과 왕권의 적법한

계승을상징한다. 여기서우주의순환적인재생을상징하는가장대표적인신은

어린태양신(solar child)레이며왕권의적법한계승자로서의역할모델을수행

하는 신은 오시리스와 이시스의 아들 호루스이다.

태양신은창조신으로서,또한창조된세상을지배하는지배자로서중요한역할

을담당했다. 이집트창세신화에따르면일출은창조가끝나는순간이면서동시에

항구적인순환주기가시작되는순간이다.5) 태양의상승과하강으로대표되는이

순환주기는창조가끝나는시점인첫일출을시작으로영구히고착된다. 고대이

집트인들에게태양의상승과하강은태양신이매일저녁하늘의여신누트의입으

로들어가밤새여신의몸속을통과한후매일아침하늘의여신의자궁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그림 1).6)

5) 이집트신화에서최초의일출은 (1) 태초의새, 뱀혹은악어가낳은우주알(cosmic

egg)을깨고나오는불새, (2)태초의대양눈(Nun)에서솟아난연꽃, (3) 연꽃위에

앉은 나체의 어린이 혹은 숫양 머리를 한 존재 등으로 묘사되었다.

6) 하늘의 여신 누트의 몸을 통과하는 태양신의 이미지는 James P. Allen, Genesis
in Egypt: The Philosophy of Ancient Egyptian Creation Accounts (New
Haven: Yale University, 1988), 1-7. 하늘과관련한도상및묘사는Wolfhart

Westendorf, Altägyptische Darstellungen des Sonnenlaufes auf der
abschüssigen Himmelsbahn (Berlin: Verlag Bruno Hessling, 1966), 10-13,
63-66; Erik Hornung, “Himmelsvorstellungen” in Lexikon der Ägyptologie:
Band II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77), 1216. 누트를 밤의 하늘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Gilles Roulin, Le Livre de la Nuit: Une composition
égyptienne de l’au-delà (Göttingen: Vandenhoek&Ruprecht, 1996), 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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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어린 태양신

어린이신으로서태양신은 (1) 우주적영역(cosmic sphere), (2) 왕권의영

역(kingship sphere), (3) 장례의영역(funerary sphere) 등크게세영역에

서재생과부활의상징으로서의역할을수행한다. 우주적영역은다시창조의순

간과창조후의순간으로나뉜다. 창조의순간어린이신의모습을한태양신은

태초의대양(자궁)으로부터모습을드러내면서창조의과정을완성한다. 이때태

양은창조적권능을보유한창조주로서창조이후구현된우주적질서의수호자가

된다. 창조이후매일아침누트여신의몸을거쳐이루어지는태양신의탄생은

영원한 순환주기 속에서의 우주의 재생을 상징한다. 왕권의 영역에서 태양신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존재로서 인간계에서가장 강력한 존재인 왕과조응하며

왕이보유한왕권을정당화한다. 어린이신으로서태양은특히선왕으로부터왕권

을승계받은, 새로즉위한왕과동일시되는데이는새로운왕의즉위가새로운

우주의 창조와 동일시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장례의 영역에서 어린이 태양신은

궁극의어둠즉,죽음을이기고부활한왕(혹은귀족)과동일시되었다. 특히『피

라미드텍스트』에서왕은불멸을상징하는주극성(circumpolar stars)에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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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한편, 부활하는태양과같이아케트(Axt 지평선)에서매일새롭게떠오르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호루스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선왕조 시대와 초기왕조 시대(기원전

2920-2649년)에는천신과태양신(Hrw-Axtj “지평선의호루스”)으로숭배되었으

나왕조시대로접어들면서오시리스신앙이확산되자오시리스신화로편입되면

서오시리스와이시스의아들이된다. 이집트창세신화중하나인 “헬리오폴리스

창세신화(Heliopolitan Cosmogony)”에따르면하늘의여신누트와땅의신게

브(Geb) 사이에 오시리스, 세트(Seth) 형제와 이시스, 네프티스(Nephthys)

자매가태어났다.오시리스는이시스와부부가되었으며세트는네프티스와짝을

이루었다. 평소오시리스를시기한세트는오시리스를살해한후시신을유기한

다. 이시스와네프티스는오시리스의시신을수습하고이시스는죽은오시리스를

부활시켜호루스를수태한다. 이시스와의결합후오시리스는최초의미라가되고

명계로내려가그곳을다스리는신이된다. 한편호루스를비밀리에출산한이시

스는세트의위협을피해아크비트(Ax-bjt)라는하이집트의습지에서호루스를키

운다.7) 마침내호루스가성장하자이시스는호루스를세트와겨루게하고삼촌과

조카사이의왕권다툼은마침내호루스의승리고귀결된다. 호루스는이집트의

신들앞에서오시리스의적법한계승자로인정받는다. 이와같이오시리스신화

중에서 어린이 신 호루스를 다룬 신화는, (1) 호루스의 오시리스 사후 수태 및

탄생, (2) 세트의박해를피해아크비트에서보낸유년기,8) (3) 왕권을둘러싼

청년 호루스와 세트의 대결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오시리스신화는왕의죽음과그에따른왕위계승을다룬신화라고할수있다.

7) 호루스의유년기는결코평화롭거나행복한시기가아니었다. 오히려세트혹은그의

전령이라할수있는전갈이나뱀등과같은여러위험으로부터끊임없이생명의위협을

받았던시기였다.전설에따르면이시스는뱀이나전갈에물려생사의기로에선호루스를

치료하기위해다양한주술을사용하거나자신에게호의적인신들에게호소하였는데

이시스의이와같은노력은위험한생물이나질병으로부터어린이들을보호하는주술행위

에 신화적 근거를 제공한다(아래 3.3.4 참조).

8) 세트의 박해를피해아크비트에서유년기를 보내는 호루스의이야기를 통상 “켐미스

모티프(Chemmis Motif)”라고 한다(아래 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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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은사후오시리스가되어지상에서와마찬가지로명계를지배하는왕이된다.

한편선왕의뒤를잇는왕은호루스의화신이되어공석이된왕위의적법한후계

자가된다. 이처럼오시리스신화는왕의죽음/매장과아들의적법한계승/즉위에

대한신화적근거를제시하며여기서호루스는세대간의왕권승계를완성하는

역할을수행한다. 어린이태양신과마찬가지로호루스역시우주적영역, 왕권의

영역, 장례의영역에서어린이신으로서의역할을수행한다. 우선우주적영역에

서호루스는우주의재생을상징한다. 어린이태양신이최초의일출을통해창조

의작업을마무리하는역할을수행했다면어린이신호루스는장성하여이집트의

왕권을 되찾아옴으로써 지상에 신적 질서를 구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왕권의

영역에서탄생과험난한유년기를거쳐신들에의한정통성의인정과영광스러운

즉위에이르는호루스신화의전과정은왕권의정통성을확립하는데필요한신

화적근거를제공해준다. 끝으로장례의영역에서신성한후계자의탄생은세대

간의계승을통한생명과왕실의존속을상징한다. 다시말해아버지에서아들로

이어지는 왕위계승 과정은 죽음에서 삶으로의 역동적인 이행을 상징한다. 이때

죽은왕은오시리스와동일시되어그와동일한부활과재생의과정을거치는한

편, 새로운왕은호루스가되어선왕의장례와매장을담당하고내세의위험으로

부터 선왕을 보호하는 등 아들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이와 같이 어린이로 표상되는 태양신과 호루스는 우주적 영역, 왕권의 영역,

장례의영역에서유사하지만서로다른역할을수행한다. 태양신의경우우주적

영역에서수행하는역할인우주의순환적인재생이특히강조되는반면, 호루스의

경우왕권의영역에서수행하는왕권의적법한계승자로서의역할이두드러진다.

그리나두신모두장례의영역에서는사자의부활및재생과관련된역할을수행한

다. 이집트의신학체계에서는한신의신격과역할이다른신에의해공유혹은

흡수되는현상이끊임없이발생하는데이러한현상을 “신크레티즘(syncretism)”

이라고 한다.9) 레와 호루스의 신격과 역할 역시 각 영역에서의 유사성에 의해

9) 신크레티즘의개념및정의에대해서는Hornung, Conceptions of God in Ancient
Egypt, 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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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크레티즘을통해하나로통합되는과정을거치게되며신왕국시대이후부터는

두신모두재생과부활의원리를상징하는동시에왕권의적법한계승자의역할을

수행하기시작한다. 한편호루스의경우신크레티즘과는반대라고할수있는 “분화

(Götterspaltung)”가발생한다. 분화란신화속에서맡은역할이나신격이보다

구체화됨에따라원래하나였던신이복수의신으로진화,발전하는현상을말한다.

어린이신으로서호루스는신왕국시대말기부터 “하포크라테스(Harpocrates:

Hrw-pA-Xrd 어린이 호루스),” 이시스의 아들이라는 측면을 강조한 “하르시에스

(Harsiese: Hrw-zA-jst 이시스의아들호루스),” 아버지의복수를단행하는아들

신의역할을강조한 “하렌토테스(Harendotes: Hrw-nDj-jt.f 아버지의복수자호루

스),” 상하이집트를 하나로 통합하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한 “하르솜투스

(Harsomtus: Hrw-zmA-tAwj 두 땅의 통합자 호루스)” 등으로 분화되었다.

3. “영웅“의 탄생과 성장: 호루스의 유년기

호루스가어린이신의모습으로묘사된최초의도상은신왕국시대말기왕비의

계곡(Valley of the Queens)에등장한다.10) 『코핀텍스트』주문148번(아

래텍스트4번중214-c, 215-a참조) 등과같은주문에서호루스는매의모습으

로묘사되기도하나11) 대개는전형적인어린이의모습으로표상된다. 『피라미

드텍스트』주문 378번(Pyr.§§ 663c-664a)에서호루스는어린이의모습으로

등장한다: nxj n Hrw Xrd nxn Dba.f m r.f, (ttj)| pw Hm Hrw Xrd nxn Dba.f m r.f “네키

(nxj)뱀은그의손가락을그의입에문어린아이호루스를위하여.테티(Teti)는

그의 손가락을 그의 입에 문 어린아이 호루스라.”

10) Sandra Sandri, Har-pa-chered (Harpocrates): Die Genese eines ägyptischen
Götterkindes (Lauven: Uitgeverij Peeters, 2006), 16.

11) J. Gwyn Griffiths, The Conflict of Horus and Seth: From Egyptian and
Classical Sources (Liverpool: Liverpool University Press, 1960), 53.



이집트에서의 “영웅”의 탄생과 성장 255

3.1 호루스의 계보

호루스가오시리스와이시스의아들이라는직접적인언급은『피라미드텍스

트』주문 519번(Pyr.§§ 1214b-1215b)에 이미 등장한다: n jst wrt TAzt mDH 

m Ax-bjt, jn.s dAjw.s sjd.s tp-awj zA.s Hrw Xrd nxn, DA.f tA m Tbwtj.f HD.tj, j.Sm.f jr mAA 

jt(j).f wsjr “... 위대한이시스를위하여 자신의의상을가져와그녀의어린아이,

그녀의아들호루스앞에서향을피우며아크비트에서머리띠를묶은이, 그리하

여그가흰샌들을신고땅을건너그의아버지오시리스를보러갈수있도록.”12)

한편이집트신화에서는이시스이외에도하토르, 누트와같은여신들이호루

스의어머니로등장한다.13) 특히하토르는이름자체가 Hwt-Hrw “호루스의거처/

영역”이라는뜻이기때문에호루스와밀접한관계를가지고있다. 하토르가호루

스의어머니로서의 신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앞서언급한『피라미드 텍스

트』주문303번(Pyr.§§ 466a-b)을통해서도확인된다(앞의주 2번참조). 일

부학자들은하토르가원래호루스의어머니여신이었으며이후호루스가오시리

12) 호루스의계보와관련하여프랑크포르트는하르시에스, 즉이시스의아들호루스의

개념이이미초기왕조시대인제1 왕조(기원전2920-2770년)에서부터등장한다고

주장한다. Frankfort, Kingship and the Gods, 44. 그러나하르시에스라는용어
자체는 피라미트 텍스트에서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Sainte Fare J.

Garnot,L’Hommage aux dieux sous l’ancien empire égyptien, d’après les
textes des pyramides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54), 124.
이와관련하여일부학자들은오시리스와이시스의아들로서의호루스의신격은고왕국

시대에는그리일반적이지않았을것이며호루스가두신의아들로본격적으로인식되기

시작한시점은오시리스신화가헬리오폴리스창세신화에완전히편입된시기였을것이

라고추정한다. Rudolf Anthes, “Egyptian Theology in the ThirdMillennium”

in Journal of Near Eastern Studies 18, no. 3 (1959) pp. 199-202; Jan
Bergman, Ich Bin Isis: Studien zum memphitischen Hintergrund der
griechischen Isisaretalogien (Uppsala: Acta Universitatis Upsaliensis,
1968), 135; Susan Tower Hollis, “5 Egyptian Goddesses in the Third

Millenium BC: Neith, Hathor, Nut, Isis, Nephthys,” KMT - A Modern
Journal of Ancient Egypt Volume 5,No. 4 (1994), 84. 이와관련하여그리피스는
호루스가원래독립적인신이었다가후대에오시리스신화에편입되었을것이라고추정

한다. Griffiths, The Conflict of Horus and Seth, 15, 20-21.

13) Kurth, “Haroëris,” col.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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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신화에 편입되면서 이시스가 그 역할을 대체했을 것으로 추정한다.14) 다른

학자들은하토르가천상의어머니여신으로서 (태양신/천신으로서의) “대호루스”

의 어머니이며 동시에 “소 호루스”의 유모라는 견해를 제시한다.15)

한편프랑크포르트(H. Frankfort)는지상의왕이호루스가현현한모습이라

는이집트의신학체계에근거하여호루스의어머니여신으로서의하토르와이시스

를다음과같이규정한다: “만일왕(권)의근원을정통성(즉오시리스의아들로서

의호루스)의관점혹은실재성(즉이시스의아들로서의호루스)의관점에서고

려하지않고그의권능과잠재성 요컨대그의신성 의관점에서고려한다면그는

권력의정점에서하늘, 해와달, 구름과바람을체현한우주적존재의현현, 다시

말해하토르의아들호루스로서표상될것이다.”16) 다시말해, “호루스의거처/영

역”으로서의하토르는천신이자태양신인 “대호루스”의어머니여신이며17) 이시

스는비록호루스와의관계가고왕국시대제 6 왕조까지불분명한것은사실이

나18) 대개 “소 호루스”의 어머니로서의 신격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14) Kurth Sethe,Urgeschichte und älteste Religion der Ägypter Band 4 (Leipzig:
Verlag Philipp von Zabern, 1930), 54-55; Griffiths, The Conflict of Horus
and Seth, 13; Geoffrey Tassie, “SingleMotherGoddesses and Divine Kingship:
The Sidelock of Youth and the Maternal Bond,” Current Research in
Egyptology II: January 2001 BAR International Series 1380 (2005), 67.

15) Barta, Untersuchungen zum Götterkreis der Neunheit, 164; Bleeker,
Hathor and Thoth, 25; Geraldine Pinch, EgyptianMythology: A Guide to
the Gods, Goddesses, and Traditions of Ancient Egyp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80. 하토르를소호루스의유모로보는견해는하토르가

암소의여신으로서호루스의지상의화신인어린왕을씻기고젖을먹이는도상에등장하

기때문이다.또한하토르=유모이미지는대개신생아의수유와양육을유모에게위탁했

던이집트왕실과귀족의풍습에기인한다. Bleeker, Hathor and Thoth, 51-52.
한편이집트사회에서의유모의지위에대해서는RosalindM. and Jac. J. Janssen,

Growing up in Ancient Egypt (London: The Rubicon Press, 1990), 17-18.

16) Frankfort, Kingship and the Gods, 173.

17) “호루스의거처/영역”으로서의하토르에대해괴디케(H. Goedicke)는하토르는천신/

하늘신인 “대호루스”가다스리는질서가구현된우주를상징한다고설명한다. Hans

Goedicke, “The Story of the Herdsman,” Chronique d’Égypte Tome XLV, 89
(1970),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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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여신과마찬가지로, 이집트의종교문서에서는아툼, 게브,레등과같은

신들이호루스의아버지신으로서언급된다. 그러나이들신은창조력과적법한

왕위를호루스에게양도하는역할을하는조상신의신격을가진존재로서언급되

는것이기때문에19) 호루스와진정한부자관계를맺고있는신은오시리스라할

수 있다. 한 가지 흥미 있는 점은 다른 어린이 신들과 마찬가지로 호루스 역시

아버지신과의관계보다는어머니신과의관계가더돈독했다는사실이다. 특히

후기 왕조 시대부터는 “하르시에스”의 중요성이 증대하면서 호루스의 양친과의

관계가 언급될 경우 “이시스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오시리스의 아들”보다 항상

앞서 등장했다.20)

지금부터는오시리스신화의서사구조에따라호루스의유년기를 (1) 호루스

의오시리스사후수태및탄생, (2) 세트의박해를피해아크비트에서보낸유년

기, 즉켐미스모티프(ChemmisMotif), (3) 왕권을둘러싼청년호루스와세트

의 대결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3.2 오시리스의 사후 수태 및 탄생

어린이신의 탄생에있어서가장 중요한 특징 중하나가바로 남신과여신의

결합이다. 창조주가원발자(monad)로서세상을처음창조할때에는자위혹은

체액의방출등과같은비정상적인방법이사용되지만일단남신과여신이창조된

후에는남성적원리와여성적원리의결합에의해두신의결합의결과물이자계

승자로서 (남성) 어린이신이탄생한다. 이렇게태어난어린이신은다음세대로

전승되는영원한생식력을상징한다.21) 오시리스신화에서호루스는오시리스가

18) Barbara S. Lesko, The Great Goddesses of Egypt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99), 158-159.

19) Barta, Untersuchungen zum Götterkreis der Neunheit, 162-163.

20) Bergman, Ich Bin Isis, 137, note 2.

21) LiseManniche, “Divine Reflections of Female Behavior,” KMT - AModern
Journal of Ancient Egypt Volume 5, No. 4 (1994),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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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트에의해살해당한후이시스가그사체를수습하여주술을이용하여오시리스

를잠시소생시킨다음결합함으로써잉태되고탄생하는것으로이해되었다. 이시

스의회임과관련된초기텍스트로는『피라미드텍스트』주문 366번(Pyr.§§

632a-d)을 들 수 있다.

텍스트 1: 『피라미드 텍스트』 주문 366번(Pyr.§§ 632a-d)22)

632-a j n.k snt.k jst, Haa.t(j) n mrwt.k

632-b dj.n.k s(j) tp Hms.k

632-c pr mtwt.k jm.s, spd.t(j) m spdt

632-d Hrw spd pr.(w) jm.k m Hrw jm(j) spdt

632-a그대의누이이시스가그대에게도왔다, 그대에대한사랑으로들떠.

632-b 그대는그녀를그대의음경위에세웠네,

632-c 그리하여그대의씨가뾰족하기로는

소티스(Sothis)인그녀에게로갈수있도록.

632-d그리하여그대로부터뾰족한호루스가

소티스안의호루스로나왔네.23)

이집트의종교문서중호루스의사후회임을가장잘묘사한텍스트로는신왕국

시대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아멘모세의 석비(Stela of Amenmose:

Louvre C 286)」이다.24) 제18 왕조의관리였던아멘모세(Amenmose)의의

22) 『피라미드텍스트』주문593번(Pyr. §§ 1635b-1636b)의경우마지막문장(Pyr.§

1636b)만 제외하고는상기주문 366번과동일하다. 마지막문장은다음과같다: m 
rn.f n Hrw jm(j) spdt “소티스 안에 있는 호루스의 이름으로.”

23) 소티스는일출전에뜨는천랑성(Sirius)을뜻한다. 소티스가1년에한번씩지평선

에서사라졌다가 70일만에다시떠오르는시점은나일강이범람하는시기와일치한

다. 소티스로서의호루스의신격에대해서는Griffiths, The Conflict of Horus and

Seth, 15, 150, note 1.

24) Miriam Lichtheim, Ancient Egyptian Literature: A Book of Reading
Volume II: The New Kingdom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6),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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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로제작된이석비에는『오시리스대찬가(Great Hymn to Osiris)』가새겨

져 있으며 찬가에는 호루스의 사후 회임 과정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텍스트 2: 「아멘모세의 석비

(Stela of Amenmose: Louvre C 286)」

(13.) ... jr.n snt.f mkt.f sHryt xrwjw

14. sHmt zpw Sd xrw m Axw r.s

jort ns nj whj.n mdw.s

mnxt wD-mdw

...

jst Axt nDt sn.s, H(j)H(j)t sw jwtt b(A)gg.s

15. pXrt tA pn m HAyt

nj xn.n.s nj gmt.s sw

jrt Swyt m Swwt.s

sxprt TAw m DnHwj.s

jrt hnw m(j)nt sn.s

16. sTzt nnw n wrd.(w)-jb

xnpt mw.f, jrt jwaw,

Sdt nxn m waaw nj rx bw.f jm

bst sw a.f nxt.w m Xnw wsxt 17. gbb

(13.) ... 그의누이가그를보호하네, 적들을몰아내시는이,

14. 그녀의입의주문으로방해자(?)의행위를종식시키시는이,

그녀의말(주문)이결코실패하는법이없는뛰어난혀의소유자,

명령의권능을가지신이,

권능을갖춘이시스,

그녀의오라비를보호하시는이그를지칠줄모르고찾으시는이,

15. 애도하며이땅을헤매시는이.

그를찾기전까지그녀는내려앉을수없네,

그녀의깃털로그늘을만드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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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두날개로미풍을만드신이,

헤누(hnw)의식을행하신이, 그녀의오라비를매장하신이,25)

16. 심장이지친이(오시리스)의무력함을들어올리신(발기시키신) 이,

그의물(정액)을취하신이, 후계자를생산하신이,

홀로아이를젖먹이신이, 그가있는곳은아무도모르네,26)

그의팔이강해졌을때그를

게브의알현실(Broad Hall of Geb)로데려가신이.

상기텍스트중제15행의 jrt Swyt m Swwt.s, sxprt TAw m DnHwj.s “그녀의깃털로

그늘을만드신이, 그녀의두날개로미풍을만드신이”는황조롱이로변한이시스가

날개를펄럭여생명의숨결을오시리스에게불어넣는모습을묘사한것이며이어

제16행의 sTzt nnw n wrd.(w)-jb, xnpt mw.f, jrt jwaw “심장이지친이(오시리스)의

무력함을 들어 올리신(발기 시키신) 이, 그의 물(정액)을 취하신 이, 후계자를

생산하신이”는잠시부활한오시리스와결합하는모습을묘사한것이다. 이처럼

호루스의사후회임은이시스가자신이가진주술의권능을사용하여죽은오시리스

의창조력을이끌어내고이를통해호루스라는새로운생명을창조하는과정을

설명한다.27) 또한죽음으로인해잠재태가되어버린오시리스로부터새로운생명

력의정수라고할수있는어린호루스가탄생하는과정은고대이집트인들이시간

을 이해할 때 사용한 두 개념인 “네헤흐(nHH)”와 “제트(Dt),” 즉 “영원한 반복성

25) “헤누” 의식(Gardiner Sign List A8) 에대해서는, RichardH.Wilkinson, Reading
Egyptian Art: A Hieroglyphic Guide to Ancient Egyptian Painting and
Sculpture (New York: Thames & Hudson, 1994), 16-17; Maria Carmela
Betr, Hieroglyphics: TheWritings of Ancient Egypt (New York: Abbeville
Press, 1996), 39.

26) 상기본문에서그가있는곳은 bw.f jm이아니라 bw ntj.f jm으로표기해야문법적으로
정확하다.

27) MariaMünster, Untersuchungen zur Göttin Isis vom Alten Reich bis zum
Ende des Neuen Reiches (Berlin: Verlag Bruno Hessling, 1968), 5. 한편
이시스가날갯짓으로오시리스의성적능력을회복시키는것은창조주의성적능력을

자극하는 “손여신(HandGoddess)”과비견될수있다. Pinch, EgyptianMythology,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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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ernal Recurrence)”과 “영원한동일성(Eternal Sameness)”과도대응되는

데여기서영원한반복성은역동적이고반복적인 “변화(change)”를, 영원한동일

성은완전하고완결된 “정체(stasis)”를각각나타낸다.28) 호루스의사후회임에

서는호루스가 “영원한반복성”으로서변화와생명을상징하며오시리스가 “영원한

동일성으로서불변하는영원속에서보전되는항상성(ever-ness)의신성한영역”

을 상징한다.29)

한편일부학자들은호루스의사후회임이처녀생식(parthenogenesis)을암

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후기 왕조 시대에 작성된 「루브르 파피루스

3079(Papyrus Louvre 3079)」에는이시스의 “자발적회임”을암시하는듯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텍스트 3: 「루브르 파피루스 3079(Papyrus Louvre 3079)」

1. jnk snt.k jst

2. nn wn nTr jr jr.n.j nTrt r-pw

3. jr.n.j TAj jw.j m Hmt 4. m-mrwt sanx rn.k Hrj-tp tA

5. mw.k nTr m-Xnw Xt.j

6. rd.n.j sw Hr sA tA 7. nD.f odw.k 8. snb.f mn.k 9. wD.f onw r jr s(j)30)

10. stS xr.(w) n S(a)d.f 11. smAjt stS zb.(w) n stS

12. nst n gbb n.k

13. ntk zA.f mrw.f

28) Allen, Genesis in Egypt, 25.

29) Jan Assmann, The Mind of Egypt History and Meaning in the Time of
Pharaohs (Cambridge: HarvardUniversity Press, 2002), 18; Gun Bjrkman,
“Harsiese,” Lexikon der Ägyptologie: Band II (Wiesbaden: OttoHarrassowitz,
1977), col. 1018.

30) 위본문중 HD.t(j).f(j)를wD.f로수정하고 jw를 r로읽는다.슈피겔버그(W. Spiegelberg)는
퀘누(onw)를폭력적인 “행동(Gewalttat)”으로해석하나그정확한의미는알수없다.
Wilhelm Spiegelberg, “Varia,” Zeitschrift für ägyptische Sprache und
Altertumskunde: Band 53 (1917),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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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는그대의누이이시스.

2. 내가한것을할수있는신은존재하지않고여신도마찬가지.

3. 나는 (비록) 여성이지만남성(의일)을했네,

4. 땅위에서그대의이름이살아있게하기위하여.

5. 그대의신성한물(정액)은내몸안에있네.

6. 나는그것을땅위에두었네7. 그리하여그것이그대의형체를구하도록,

8. 그리하여그것이그대의병을낫게하도록,

9. 그리하여그것이그것을행한이에게 “퀘누(onw)”를명하도록.

10. 세트가절단되고, 11. 세트의추종자들이세트에게로보내지니,

12. 게브의왕좌는그에게속하노니,

13. 그대는그의아들, 그가사랑하는이.

텍스트중제3행의 jr.n.j TAj jw.j m Hmt “나는 (비록) 여성이지만남성(의일)을

했네”와 관련하여슈피겔버그(W. Spiegelberg)는 본문에서 TAj “남성”을표기할

때 음경(Gardiner Sign List D53)이 의미 한정사로 사용된 것을 근거로 이

단어를 “(남성) 생식자(begetter)”로 해석한다.31) 다시말해, 이시스가남성과

여성의역할을모두수행했다는것(처녀생식의권능)이다. 그러나제5행의 mw.k 

nTr m-Xnw Xt.j “그대의신성한물(정액)은내몸안에있네”를통해이것이반드시

처녀생식을뜻하는것은아니라는것을알수있다. 대부분의신화에서호루스는

오시리스와 이시스의 결합을 통해 탄생한다.

한편『코핀텍스트』주문 148번(CT II 209c-226a)은오시리스와이시스

의 결합과 관련하여 색다른 신화적 이미지를 제공한다.

31) Spiegelberg, “Varia,” 96. 이에대해마니체(L. Manniche)는 이것이 “무염시태

(Immaculate Conception)”까지는아니더라도비범한생식력을의미한다고설명하면

서, '남성(의일)'을수행했다는것은이시스가성적인결합에서남성의체위(상위)를

차지했다는것을의미하며이를통해창조주여신으로서의지위를획득했다는흥미로운

해석을제시한바있다. Manniche, "Divine Reflections of Female Behavior,"

54-55. 한편그리피스는이텍스트가이시스가죽은오시리스를살려냄으로써남성과

여성의역할을모두수행한것을의미한다고보고있다. Griffiths, The Conflict of
Horus and Seth,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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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4: 『코핀 텍스트』 주문 148번(CT II 209c-219b)

209-c jrt xprw m bjk

209-d oj sSd, snD nTrw

210-a rs jst bkA.t(j) Xr mtwt sn.s wsjr

210-b Tz.n.s s(j) Hmt wn.t(j)

210-c jb.s nDm.(w) m mtwt sn.s wsjr

211-a Dd.s wy nTrw

211-b jnk jst snt wsjr rmt Hr (j)t(j) nTrw

211-c wsjr wp Sawt tAwj

211-d jw mtwt.f m-Xnw 212-a Xt.j

212-b T(A)z.n jrw nTr m swHt 212-c m zA.j xntj psDt

212-d HoA.t(j).f tA pn, jwa.t(j).f gbb

213-a mdw.t(j).f Hr (j)t(j).f

213-b smA.t(j).f stX xft(j) n (j)t(j).f wsjr

213-c my nTrw jr.Tn mkwt.f m-Xnw jdt

214-a rx m jb.Tn 214-b nb.Tn js pw nTr pn jmj swHt.f

214-c Tfrr jrw nb nTrw

214-d aA.sn nfr.sn

215-a Hw Swtj xsbD

215-b jH j.(w) jn ra-tm sA jb.T Hmt

215-c j.rx.T n(j) jr.f mj jSst 215-d nTr js 216-a pw nb jwa(w) psDt

216-b jrj.T n(j) r.f m-Xnw swHt

216-c jnk jst Axt Spst r nTrw

216-d jw nTr m-Xnw 217-a Xt.j tn, 217-b mtwt wsjr pw

217-c Dd.jn ra-tm 217-d jwr.T sdx.T Hnwt pw jwr.T mss.T r nTrw

217-e wnt mtwt wsjr js pw

217-f jm jw row pw smA (j)t(j).f

217-g sD.f swHt m-Xnw nxn.s

218-a nr r.f wr-HkAw

218-b sDm nw nTrw j.t(j) jn jst Dd.n ra-tm nb Hwt-aX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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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c wD.n.f n.j 218-d mkt zA.j m-Xnw Xt.j

218-e T(A)z.n.f Snwt HA.f m-Xnw jdt.j tn

219-a rx.f jwaw wsjr js pw

219-b dy sA bjk jmj Xt.j tn jn ra-tm nb nTrw

209-c 매로변신하기

209-d 번개가치니신들이두려워했다.32)

210-a 이시스가그녀의오라비오시리스의씨를잉태하고깨어나니.

210-b 그여인이성급히자신을일으키니,

210-c그녀의심장은그녀의오라비오시리스의씨로말미암아달콤했으니,

211-a 말하기를: “오신들이여. 211-b 나는이시스,

신들의아버지, 오시리스의누이,

211-c 두 땅의살육을나눈오시리스를위해운이.

211-d그의씨가 212-a내몸안에있다.

212-b 그신(호루스)의형체가알속에서모습을갖추니,

212-c 내아들로서, 9주신의으뜸으로서,

212-d이땅을다스릴이, 게브를상속할이

213-a 그의아버지를위해싸울이,

213-b 그의아버지오시리스의원수세트를죽일이.

213-c 신들이여오라, 자궁안의그를보호하라.

214-a명심하라, 214-b그가그대들의주임을,그의알안에있는그신이,

214-c 청흑색형체, 신들의주,33)

214-d그대들중가장위대한자, 그대들중가장완벽한자

215-a 두청금석깃털을휘날리는자.“

215-b 레-아툼이말하기를, “오, 그대의심장을현명케하라, 여인이여,

32) 포크너(R. O. Faulkner)는이시스가번개에의해임신한것이라고본다. Raymond

O. Faulkner, “The Pregnancy of Isis,” Journal of Egyptian Archaeology 54
(1968), 41, note 2.레스코(B. Lesko)는번개에의한수태가제우스(Zeus)와세멜레

(Semele) 신화와유사하다고언급한다. 다만이시스는여신이기때문에번개에의한

수태에서 살아남았다. Lesko, The Great Goddesses of Egypt, 289, note 9.

33) 본문 중 Tfrr jrw를 “청흑색 형체/머리”로 번역한 것에 대해서는 Faulkner, “The
Pregnancy of Isis,” 42, not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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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c 어떻게확신하는가 215-d그가신인지를,

216-a 9주신의주인이자상속자인지를

216-b 그리하여그대들이알속의그를존중해야할것인지를?“

216-c “나는이시스, 그어떤신들보다권능이있고존귀한이.

216-d신이 217-a 이내몸에있으니 217-b그는오시리스의씨라.“

217-c 그러자레-아툼이말하기를,

217-d “그대가회임하였으니, 이것은,

젊은아낙이여, 다른신들에게는숨겨야할터,

그대가회임하였으며곧출산할것이라는것을,

217-e 그리고그것이오시리스의씨라는것을.

217-f 그리하면그의아비를죽인그원수들이와서

217-g어린알을부수지않을것이니,

218-a 위대한주술사(Great of Magic: 세트)가경외해야할그를.34)

218-b 이시스가말하기를, 들으라신들이여,

레-아툼, '형상의신전'의주가말한것을.

218-c 그가나를위해명하였으니, 218-d내몸안의내아들의보호를,

218-e 그는이내몸안의그주위에종자(從者)를모아두었으니,

219-a (이는) 그(레-아툼)가그(호루스)가

오시리스의상속자임을알고있기때문이라.

219-b 이내몸에있는매(모양)의호부(護符)가

신들의주레-아툼에의해놓였노라.“

상기주문에서강조되는것은 (번개에의한) 사후회임보다는이시스의선언이

다. 다시말해, (1) 자신의뱃속에있는아이가오시리스의적자이자왕권의적법

적인계승자인호루스라는것(CT II 211d-212c), (2) 호루스가세트를무찌름

으로써 아버지 오시리스에 대한 복수를 할 것이며 게브의 왕권을 계승함으로써

오시리스의 실추된 명예를 복권시켜 줄 것이라는 것(CT II 212d-213b), (3)

34) “위대한주술사(Great ofMagic)”를세트의호칭으로보는견해에대해서는Münster,

Untersuchungen zur Göttin Isis, 7, note 113 (Pyr § 204a); James P. Allen,
The Ancient Egyptian Pyramid Texts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5),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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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의모든신들은창조주/태양신인레-아툼이적법성을인정한호루스를보

호해야할것이라는것(CT II 218b-219b) 이이시스에의해선포된다. 태어날

어린이 신에 대한 운명을 선포하는 이시스의 모습은 『웨스트카 파피루스

(PapyrusWestcar)』에서루드제제트(Rud-djedet)가태양신의아이들을출

산할때다른여신들과함께산파의역할을맡은이시스가이들의운명을정해주

는것을상기시킨다.35) 신생아의운명을부여하는여신으로서의이시스의신격

은신왕국시대에창작된『불운한운명을부여받은왕자(Doomed Prince)』나

『두형제이야기(Tale of Two Brothers)』에서신생아의운명을선언하는 “일

곱 하토르 여신(Seven Hathors)”의 역할과 비견될 수 있다.36)

3.3 켐미스 모티프

켐미스모티프는호루스의탄생및성장신화에있어서가장핵심적인부분을

차지한다.켐미스모티프는어린이신호루스가장성하여적법한왕권을되찾음으

로써지상에신적질서를구현하는역할을수행하는동시에탄생과험난한유년기

35) Münster, Untersuchungen zur Göttin Isis, 8. 이시스가루드제제트의아들들에게
이름을부여하는장면은 p.Berlin 3033 10, 7-11, 3에묘사되어있다. 여기서이름을

부여하는 여신은 이시스이지만 왕권을 부여하는 여신은 해산의 여신인 메스케네트

(Meskhenet)라는점이흥미롭다(p.Berlin 3033 10, 12-11, 1). 신생아가탄생했을

때운명이선언된다는믿음에대해서는Erika Feucht, Das Kind imAlten Ägypten:
Die Stellung des Kindes in Familie und Gesellschaft nach altägyptischen
Texten und Darstellungen (Frankfurt and New York: Campus Verlag,
1995), 104-107.

36) Lesko, The Great Goddesses of Egypt, 180. 사람의운명을선언하는역할을
통해이시스는후기왕조시대부터구원의여신으로숭배되었다. 운명의여신(Goddess

of Fate)으로서의이시스의신격에대해서는 Class J. Bleeker, “Isis as Saviour

Goddess,” The Saviour God: Comparative Studies in the Concept of Salvation
Presented to EdwinOliver James (Manchester: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63), 1-16; Jan Bergman, “I Overcome Fate, FateHarkens toMe,” Fatalistic
Beliefs in Religion, Folklore, and Literature (Stockholm: Almqvist&Wiksell,
1967), 35-51; Reginald E.Witt, Isis in the Graeco-RomanWorld (Ithaca
and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71), 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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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켐미스의 파피루스 덤불에 숨어 있는 호루스

를거쳐신들에의한정통성의인정과영광스러운즉위에이름으로써왕권의정통

성을확립하는데필요한신화적근거를제공해준다는점에서뿐만아니라이집트

신화에서예외적으로어린이신의성장과관련한서사가발견된다는점에서도중

요하다.켐미스모티프는또한이름짓기,젖먹이기,씻기기, 다양한위험으로부

터보호하기등고대이집트에서의출산과양육습관이그대로반영되어있어창

세신화에서는살펴볼수없는, 일상생활과신화의접점을발견할수있다는사실

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그리스어로 “켐미스(Chemmis)”로번역되는 Ax-bjt(j) “아크비트”는하이집트왕

의 범람지라는 뜻이며 고대 도시 부토(Buto) 근처의 삼각주 북부에 위치해 있

다.37) 호루스는이아크비트에서파피루스덤불혹은떠다니는섬에서이시스에

37) Bergman, Ich Bin Isis, 137; Allen, The Ancient Egyptian Pyramid Texts,
425. 호루스의탄생지로서아크비트에대해서는 Pyr.§ 1703c; Pyr.§§ 1214b-1215b;

Pyr.§§ 2190a-2191b; CT IV 91e-f; CT IV 37h (이주문에서는고대도시페(Pe)는

아크비트와짝을이루어호루스가잉태한곳으로등장한다: jwr.j m p, ms.j m Ax-bjt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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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양육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림 2).38)

켐미스모티프에서이시스는어린이신을보호하는자애로운어머니여신으로

의역할을충실하게수행한다. 이와같은자애로운모신의신격은태양신을수동

적으로잉태하고출산하는재생과부활의모태(matrix)로서의하늘여신과대비

된다.39) 어머니여신이시스가호루스에게쏟는정성은고대이집트인들이신생

아에게일상적으로보였던관심과보호와일치한다.40) 앞서언급한것처럼신생

아의양육과정에는대개 (1) 이름짓기, (2)씻기기, (3)젖먹이기, (4) 다양한

위험으로부터보호하기등과같은과정이포함되는데켐미스모티프에서는이런

양육 과정이 모두 반영되어 있다.

3.3.1 이름 짓기

이시스가호루스의탄생후이름을짓는과정은앞서언급한『코핀텍스트』

주문 148번 후반부(CT II 219f-221e)에 언급되어 있다: jr.j rn.k pH.n.k Axt 

swA.t(j) Hr snbw Hwt jmn-rn  bjk sA.j Hrw Hms r.k m tA pn 221-d n (j)t(j).k wsjr m 

rn.k pw n bjk Hr(j) sbnw Hwt jmn-rn “그대(호루스)가아케트(지평선)에이르러이름

이숨겨진이의영지의성곽(Ramparts of the Enclosure of the Hidden of

the Name)을지났을때나(이시스)는너의이름을지으리라. 매여, 나의아들

페에서 잉태했으며 아크비트에서 태어났노라.”); CT IV 37g.

38) 호루스를숨겨키울비밀장소를찾아헤매는이시스의이미지는『사자의서(Book

of the Dead)』제157 장 1행: jj.n jst xns.n.s njwwt Dar.n.s swt StAw.(t) n Hrw m pr(t).f 
m jdHww.f Hr.f nhs.(w) “이시스가왔도다. 성읍들을지나, 호루스를위한비밀의장소를
찾아헤맨후에, 그가(그의얼굴이)깨어나(?)습지로부터나올때.”핀치(G. Pinch)에

따르면호루스가비밀의장소에서보호를받는이미지는어린태양신이일출전수련에

싸여태초의모신에의해태초의대양에존재하는괴기스러운존재로부터보호를받는

이미지와 조응한다. Pinch, Egyptian Mythology, 146.

39) 『코핀텍스트』주문 765번에언급된것처럼어린태양신역시탄생후씻겨지고

젖이물린다. 그러나어린태양신의유년기는호루스의그것만큼극적이거나구체적이지

않으며 그 결과 어린이 신 호루스의 유년기와 같은 서사로 발전하지 못했다.

40) 어린이신호루스를여러가지위험으로부터보호하는자애로운모신으로서의이시스의

신격에 대해서는 Bergman, Ich Bin Isis, 13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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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루스여, 영지의성곽위에자리잡은매(Falcon that is on the Ramparts

of the Enclosure)라는이름으로그대의아버지오시리스의이땅에거하시라.”

얀센(J. Janssen)은탄생의순간산모가신생아의이름을즉흥적으로짓는것이

이집트의풍습이었다고설명한다.41) 이에반해포이히트(E. Feucht)는 (1) 양

친 모두가 신생아의 이름을 지을 수 있었으며, (2) 신생아의 어머니(혹은 분만

현장에있었던다른사람)가신생아가탄생한순간발언한말이그(녀)의이름이

되었다는것은 “관습의신화화(Mythologisierung der Sitte)”에불과하다고반

박한다.42) 고대이집트에서이름(rn)은육신(Haw), 카(kA), 바(bA), 그림자(Swt)

와 함께 인간의 본질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으며 당사자의 본질

(identity)을응축하여표현한다고여겨졌다. 따라서이름은당사자의인격(신

격)과운명을함축하여표현한가장짧은주문혹은선언이라할수있으며출생

후 신생아에게 행해지는 첫 번째 행위가 이름 짓기라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3.3.2 씻기기

앞서언급한『파피루스웨스트카』에따르면신생아는탯줄이잘린다음씻긴

다(p.Berlin 3033: 10, 11-12; 이후 10, 19-20 및 11, 2-3에서 반복됨):

ja.jn.sn sw Sad XpA.f, rdj Hr jfdj m Dbt “그들(여신들)이그의탯줄이잘린후그(신생

아)를씻기니(그후) 벽돌위의천위에그가놓여졌다.” 초기종교문서에서이시

스가 호루스를 씻겼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찾아볼 수 없으나 뮌스터(M.

Münster)는『피라미드텍스트』주문519번(Pyr.§§ 1214b-1215b; 위3.1

참조)에언급된 “머리띠를묶고,” “향을피우는행위”가호루스를씻기고(혹은씻

은 후 말리고) 정결례를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면서 『피라미드 텍스

트』주문701번(Pyr.§§ 2190a-2191b)을이와관련한또다른근거로제시한

다: pr Hrw m Ax-bjt, aHa p n Hrw wab.f jm, j Hrw wab.(w) nD.[f jt(j).f] “호루스가아크비

41) Janssen, (et al.) Growing up in Ancient Egypt, 14.

42) Feucht, Das Kind im Alten Ägypten, 10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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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에서나타났노라. 페는호루스를기다렸으니이는그가거기서정결해질수있

도록하기위함이라. 정결한호루스가왔노라 [그의아버지를]돌보기위해.”43)

그러나상기두주문사이의관계는분명하지않다. 보다적절한신화적선례는

호루스의지상의현현인왕의탄생장면을묘사한신왕국시대의부조가될것이

다. 이들부조에는막태어난미래의통치자인어린왕을어머니암소여신이씻기

고 젖을 물리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3.3.3 젖 먹이기

레끌랑(J. Leclant)은 『피라미드 텍스트』에는 이시스가 호루스에게 젖을

먹였다는언급이한번도등장하지않는다고주장한다.44) 그러나『피라미드텍

스트』곳곳에서이시스의젖은죽은왕의부활에있어꼭필요한요소중하나로

등장하며(Pyr.§ 707a; Pyr.§§ 734a-b; Pyr.§§ 1873a-b; Pyr.§§ 1883a-b)

따라서이시스가호루스에게젖을먹이는신화소가직접적으로언급되지않았더

라도『피라미드텍스트』를작성한신관들이이시스의수유행위를인지하고있

었을개연성은충분하다.45) 한편『코핀텍스트』주문255번(CT III 360a-e)

에는이시스가호루스(망자)의젖을먹였다는내용이간접적으로언급되어있다

43) Münster, Untersuchungen zur Göttin Isis, 6.

44) Jean Leclant, “Le rôle du lait et de l’allaitement d’après les textes des

pyramides,” Journal of Near Eastern Studies 10, no. 2 (1951), 124.

45) MariaMnster, Untersuchungen zur Göttin Isis, 10-11.레끌랑에대해뮌스터는
이집트신화의경우서사가완결된형태로제시되는것이아니라특정의례에부합하는

부문만이언급되는경향이있다고반박한다.이시스가망자의젖을먹이는내용이언급되어

있는『코핀텍스트』주문66번(CT I 280j-281a-i)이고왕국시대페피 1세와페피

2세의『피라미드텍스트』에도등장한다는사실역시레끌랑은간과하고있다: jn jst 
sno.s Tw nbt-Hwt dj.s n.k mnD.s sxdxd.(w), dj n.k nbtj dp smAw.sn, jwt n.k mjwtj.k jmjtj nxb, 
DA.sn mnD.sn tp r.k, fA.sn Tw, sDn.sn Tw “그대에게 젖을 물릴 이는 이시스. 네프티스가
그대에게풍만한가슴을주리라. 뎁(Dep)의두여신이그들의머리칼을내릴것이다.

네켑(Nekheb)에있는그대의두어머니가그대에게로가리라. 그들은그들의젖가슴을

그대에게 주리라. 그들은 그대를 들어올려 그대를 (안아) 나르리라.” 이 주문에서는

왕관을 수호하는 두 여신 역시 호루스의 어머니로서 언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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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유사한또다른『코핀텍스트』주문은아래주 46번참조): mw r-awj.j, 

xa.j m Hrw oA.j m nbwt(j), sno.j m jst AT.n wj nbt-Hwt m S n zAb “물이내손에있노라.

나는호루스로현현했노라. 나는누베트에속하는이(Him of Nubet)로높아졌

노라. 나는이시스의젖을먹었노라네프티스가자칼의호수(Jackal Lake)에서

나를키웠노라.”또한어린이신을보호하는역할을맡는이시스이외의다른여신

들, 특히네프티스는종종어머니여신대신어린이신의수유를담당하는유모로

등장한다.46)

호루스의수유를누가담당하는가하는문제보다더중요한것은여신의젖(특

히 이시스의 젖)에는 어머니 여신의 보살핌을 받은 죽은 왕(즉 오시리스) 혹은

망자를되살리는부활의힘이있는동시에새로태어난미래의왕혹은방금왕위

에오른왕(즉호루스)에게신성한왕권의권능을부여하는힘이있다는사실이

다.47) 아스만(J. Assmann)은여신의젖과신성간의관계를다음과같이명징

하게 설명한다.

어린호루스의어머니여신으로서,여기서(하트셉수트여왕에게젖을먹이는

하토르의이미지)하토르와하나가된이시스는커다란치유의권능을가진여신

46) 『피라미드텍스트』에는(이시스의보살핌을받는)죽은왕이네프티스의젖을먹는다는

언급이자주등장한다(Pyr. § 371c; Pyr. § 623a; Pyr. § 1354a; Pyr. § 1375a).

『코핀텍스트』에도망자가네프티스로부터젖을먹는다는언급이나온다(CT I 281b;

CT III 360c-d). 이와관련하여네프티스가이시스의아들인호루스에대해서만유모의

역할을담당한다는사실이흥미롭다. 일례로『피라미드텍스트』주문 268번(Pyr.

§ 371c)에는다음과같이언급되어있다: AT sw jst, sno sw nbt-Hwt “이시스가그를키울
것이며네프티스가그에게젖을먹일것이다.” 이와같은언급은생모가아닌유모가

수유를담당했던이집트의풍습과일치한다.앞서언급한것과같이하토르여신은어머니

암소여신으로서어린왕의수유를담당한다. 왕가의수호여신인네트베트(Nekhbet)

역시호루스의『피라미드텍스트』(Pyr. § 1118b)에서호루스의유모로서언급된다.

47) Francois Daumas, Les mammisis des temples égyptiens (Paris: Société
d’Édition Les Belles Lettres, 1958), 204-206; Leclant, “Le rôle du lait et

de l’allaitement," 135-145;William J. Darby et al., Food: The Gift of Osiris
(London and New York: Academic Press, 1977), 760;Waltraud Guglielmi,

“Milch(wirtschaft),” Lexikon der Ägyptologie: Band IV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82) col.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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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뿐만아니라적법한왕권을부여하는여신이기도하다.그녀의젖은병을치유

할뿐만아니라왕자를왕으로만든다.이집트식으로이야기하자면,그것(여신

의 젖)은 “그의 아름다움을 창조한다.” 이시스는 명실상부한 “킹메이커

(kingmaker)”이다. 왕은이시스의젖을매개로호루스의왕권을그의몸에체

현하기위해모신인그녀와모자관계를형성한다.이집트의경우구원의권능을

가진왕은 “기름부음을받은자”가아니라 “신유를받은자”이다.48)

3.3.4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앞서언급된것처럼호루스는유일하게유년기에대한서사를가진신이다. 그

러나호루스의유년기는여유롭거나평화로운시기가아니라항상위험과고난이

도사리고있는시기이다. 이와같은위험과고난은향후호루스가장성하여이집

트의왕권을되찾는과정에서반드시극복되어야할난관들이다.49) 한가지흥미

로운점은이와같은위험과고난을극복하는데에는항상어머니인이시스가결

정적인역할을수행하는반면 (망자와동일시되는)오시리스는등장하지도않고

아무런역할도수행하지않는다는점이다. 어린호루스는독이있는위험한동물

에쏘이거나물리거나혹은뜨거운것에데이는무력한어린아이로등장하며몸에

독이퍼졌거나혹은화상을입은호루스를구해내는것은언제나이시스여신이

다. 오직이시스만이다른신들의도움을통해어린호루스의안전을책임진다.

이와같은신화소는독충이나맹수에물린환자를주술을이용하여치료하는데

있어 신화적 선례를 제공한다.50)

48) Jan Assmann, The Search for God in Ancient Egypt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01), 134.

49) Sandri, Har-pa-chered, 134.

50) StephenQuirke, Ancient Egyptian Religion (NewYork: Dover Publications,
1992), 61. 이런이유때문에아스만은이시스와호루스만이등장하는이단계의이야기

(모자의고난모티프)가원래독립된이야기였다가나중에오시리스신화에편입되었을

것으로추정한다. Assmann, The Search for God in Ancient Egypt, 133. 한편
테펠데(teVelde)는독이있는곤충혹은동물에호루스가물리거나쏘이는것을세트와의

동성애행위와연관지어해석하는데그이유는호루스를괴롭히는 mtwt “독”이동시에
“정액”을의미할수도있기때문이다. Herman te Velde, Seth, God of Con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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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호루스가독충이나맹수에의해중독되거나화상을입는신화소는후기

왕조 시대에 작성된 주술서의 일반적인 모티프 중 하나이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상기모티프는실제어린이의생명을위협하는다양한위험에대처하기위해

사용된다양한주술행위에대해신화적선례를제공한다.51) 어린이호루스가등

장하는 주문에서 호루스는 어머니 여신의 보호의 권능이 필요한 아픈어린이로

묘사되지만일부주문에서는이와같은난관을스스로극복할수있는주술적힘

을스스로보유한것으로표상되기도한다. 이처럼위협을자체적으로헤쳐나갈

수있는권능을보유한어린이신으로서의이미지는호루스에게치유의신이라는

신격을 부여했으며 그결과 호루스가주신으로등장하는 “키푸스(cippus)”라는

특별한종류의석비가출현하게되었다. “키푸스” 석비에는중독이나화상,맹수에

의한 상처 등을 치료할 수 있는 주문이 앞뒤로 적혀 있으며 중앙부에는 악어의

등에올라탄어린이신의형상이조각되어있다. 어린이신의양손에는뱀, 전갈,

사자, 영양 등과 같은 위험한 동물들이 쥐어져 있는 데 이와 같은 도상은 특히

어린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계의위험에대한 어린이 신의승리를상징한다

(그림 3).52) 한편일부주문에서호루스는위험을스스로자초하는충동적인어

A Study of His Role in Egyptian Mythology and Religion (Leiden: E. J.
Brill, 1967), 37-38.

51) Geraldine Pinch, Magic in Ancient Egypt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1994), 143-146. 상기신화소에서호루스는아버지가없는유기된아동으로

간주될수도있으며여기서유기된아동에대한엘리아데(M. Eliade)의언급은음미할

만하다: “유기된아동의비극은, 우주에서의완벽하고손상시킬수없는그의고독과

독보적인 지위와 함께, '고아,' 즉태초의아이라는 신화적 위대함에의해 상쇄된다.

이와같은어린이의출현은, 현실의층위에관계없이, 우주의창조,새로운세상의창조,

새로운역사적시기의출현, '새로운삶'의출현등과같은여명기와일치한다. 어머니

대지(Earth-Mother)에게로 유기되어 그녀에 의해 구원받고양육되는 어린이는더

이상인간과동일한운명을공유하지않는데이는그가 '시초'라는우주적사건을재현하면

서가족이아닌자연현상과함께성장하기때문이다.” Mircea Eliade, Patterns in
Comparative Religion (Cleveland and New York: The World Publishing
Company, 1963), 250.

52) 호루스가아픈아이로등장하는주문에대해서는Adolf Klasens, AMagical Statue
Base (Socle Behague) in theMuseum of Antiquities at Leiden (Leiden: E.
J. Brill, 1952), 54-58; Joris F. Borghouts, Ancient EgyptianMagical Tex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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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이의 모습으로 묘사되기도 한다.53)

그림 3 호루스 키푸스

(Leiden: E. J. Brill, 1978), 58-71; Christian Leitz (ed.),Magical andMedical
Papyri of the New Kingdom (London: British Museum Press, 1999), 16,
p. 19, p. 73. 호루스가등장하는 “키푸스”에대해서는 Keith C. Seele, “Horus on

the Crocodiles,” Journal of Near Eastern Studies 6, no. 1 (1947), 43-52.

53) Pinch, Egyptian Mythology,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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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호루스와 세트의 대결

호루스와 세트의 대결은 호루스가 장성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왕권을 되찾을

수있는능력을갖출때비로소시작된다.54) 따라서호루스가성년이되는장면을

묘사한 텍스트를 살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성년식과 관련한 통과의례는

앞서언급한『피라미드텍스트』주문 519번(위 3.1 참조)에언급된바있다.

이주문에서이시스는호루스에게머리띠를매어준다. “머리띠매기(TAz-mdH)” 의

식은 고왕국 시대에 이미 등장한다. 일례로 고왕국 시대 말기의 고위 관리였던

웨니(Weni)의자전적기록에도머리띠매기의식이언급되어있다(Urk. I, 98,

12): jnk jd Tz mDH xr Hm n (ttj)| “나는테티폐하치세에머리띠를맨어린아이였

다.”55) “머리띠매기” 의식은 18세에행해진성년식이다.56) 상기주문에는의상

과 샌들이 등장하는 데 이를 통해 호루스가 더 이상 어린이 도상에서 전형적인

특징중하나인나체가아니라는사실과, 그가처음으로살해당한아버지에대한

복수와적법한후계자로서왕위를계승하기위해지금까지그의피난처였던파피

루스가 우거진 습지를 떠난다는 사실이 암시되어 있다.57)

그러나 신왕국 시대 제 20 왕조 무렵에 작성된 『호루스와 세트의 대결

54) 핀치는이집트의왕위를둘러싼호루스와세트의대결을완력(might)과권리(right)의

대결이라고 본다. Pinch, Egyptian Mythology, 84.

55) 중왕국시대당시의머리띠매기의식과그중요성에대해서는Battiscombe Gunn,

“ANote on Brit.Mus. 828 (Stela of Simontu),” Journal of EgyptianArchaeology
25. No. 2 (1939), 218.

56) Edward Brovarski, “Varia,” Serapis: The American Journal of Egyptology
3 (1975-76), 3; Feucht, Das Kind im Alten Ägypten, 238-245. 타시에(G.
Tassie)는, 두 갈래로 땋은 하토르의 머리 모양이 태초의 자궁(나팔관)을 상징하고

어린이호루스의변발이감긴탯줄을상징하며따라서 “머리띠매기” 의식에서변발을

자르는것은어린이를여성들의영역에서해방시키고사회의구성원으로받아들이는

상징적인행위라고설명한다. Geoffrey Tassie, “Single Mother Goddesses and

Divine Kingship: The Sidelock of Youth and theMaternal Bond,” Current
Research in Egyptology II: January 2001 BAR International Series 1380
(2005), 65-71.

57) Sandri, Har-pa-chered,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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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dings of Horus and Seth)』에서호루스는다른신들에의해여전히

어린아이로취급받는다.58) 이이야기에서태양신은 aA pHtj, zA nwt “강력한힘의

소유자,누트의아들”인세트를선호하며(p.Chester Beatty I, 38, 8-9)59) 호루

스를 pA aDd bjnw dpt r.f “입맛이나쁜(아직젖내가나는) 어린아이”로폄하한다(40,

11-12).60) 따라서호루스와세트의대결은어린이신(혹은미래의왕이될후계

자)이사춘기에경험하는정체성의위기를거쳐성년이되는과정을이야기로구성

한신화적서사로간주될 수있다. 이에 대해테 펠테는 다음과같이언급한다.

오시리스신화에서오시리스와세트의동아리는각각죽음과삶의이중성을

상징한다.세트는삶과죽음을단절시키는역할을수행하며이승과저승에서의

삶의단일성은어린이신인호루스의탄생을통해회복된다.이시스는죽었다가

부활한오시리스의씨를잉태한다.그러나세트는여기서도호루스와그의어머

니여신의삶에제약을가한다.어린호루스는이시스에의해홀로양육된다.모

58) 호루스와세트의대결을다룬초기작품에대한연구로는 Griffiths, The Conflict
of Horus and Seth, 12-27; Te Velde, Seth, God of Confusion: A Study of
His Role in EgyptianMythology and Religion (Leiden: E. J. Brill, 1967),
32, note 5; Vincent A. Tobin, “Divine Conflict in the Pyramid Texts,” Journal
of the American Research Center in Egypt 30 (1993), 93-110. 그리피스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호루스와 세트의 대결이 오시리스 신화보다 먼저 존재했다고

생각한다. Griffiths, The Conflict of Horus and Seth, 17-22; Assmann, The
Search for God in Ancient Egypt, 134-135. 호루스와세트의대결을역사적인
사건의변형으로보는그리피스의시각에반대하는의견에대해서는 te Velde, Seth,
God of Confusion, 74-80.

59) 그러나누트와세트사이의모자관계는이시스와호루스의모자관계와는다르다.세트는

어린이신이아니며따라서어머니여신의자애로운사랑을알지못한다. Te Velde,

Seth, God of Confusion, 28.테펠데는세트의호칭인 aA pHtj “강력한힘의소유자”에서
말하는힘이란성적능력, 즉정력을말하며 tnr 육체적인힘과대비된다고설명한다.
이두단어는『두형제이야기』에서대구를이루어등장한다(p.d'Orbiney 3, 5-6):

wn.jn.sst Hr gAgA n.f m Dd, wn pHtj aA jm.k, xr tw.j Hr ptrj nAy.k tnr m mnt “그러자그녀(아누비스의
아내)가눈을휘둥그레뜨고그를보더니말하기를, '그대안에는엄청난힘(정력)이

있고 나는 그대의 힘(체력)을 매일 본다오' 하였다.”

60) 경험이 없고 약한 어린아이를 폄하하여 말할 때 쓰이는 상기 표현에 대해서는 N.

Shiah, “A Chinese Parallel to an Egyptian Idiom,” Journal of Egyptian
Archaeology 24 (1938), 12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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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질서가구현된사회가아닌켐미스의열악한습지에서온갖역경과위험을

견뎌내야하며영광스러운,본연의신성한삶의원리는거의소멸될운명에처한

다.우주는태초의혼돈에휩싸일뿐만아니라애초에세트가초래한(삶과죽음

의)단절에의해분열된다.호루스에게는더이상전대의신들처럼배우자여신

이존재하지않는다.그는또한9주신과달리어린아이(하포크라테스)의상태로

표상되며양육된다.양육이필요한이유는세트의탄생으로인해우주가혼돈의

상태에빠졌기때문이다.아멘모세의“오시리스대찬가”에따르면(위텍스트2번

참조),호루스는강한팔과단단한심장을소유함으로써육체적,정신적으로충

분한자질을갖추기전까지어머니여신에의해신들의회합에소개되지않는다.

호루스는배워야하며아픈경험을통해어른신의삶을성취해야한다.61)

호루스와세트의대결에서호루스는성년으로진입하는과정에서 (1) 천진난

만한어린이로서의자질의상실, (2) 어머니여신으로부터의분리, (3) 대극하는

힘과의화해등을경험한다. 성년의자질을찾아가는호루스의모습은특히그가

자신이이집트를다스릴수있는자질이있는적법한통치자라는것을증명하기

위해어머니이시스의도움없이독자적으로세트와대결을펼치는 “호루스와세

트의대결” 후반부에두드러지게나타난다. 이때부터호루스는폭력적인성향을

보이기 시작하며 심지어 이시스를 공격하기도 한다.62) 이제 호루스는 더 이상

어머니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무기력한 어린이가 아니다. 또한 세트에 의해 두

눈을잃고 (성애의여신이자성인의생식력을상징하는) 하토르여신으로부터치

61) Te Velde, Seth, God of Confusion, 32. 여기서호루스가필연적으로상대해야
하는적이바로오시리스로부터생명을탈취한존재라는사실에주목할필요가있다.

Alison Roberts, Hathor Rising: The Serpent Power of Ancient Egypt (Devon:
Northgate Publishers, 1995), 100.

62) 가디너(A. H. Gardiner)는호루스가이시스를공격하는이야기를이시스가하토르와

결합하여암소머리를한여신으로표상되는과정을설명하는신화로본다. Alan H.

Gardiner, The Library of A. Chester Beatty: Description of aHieratic Papyrus
with aMythological Story, Love-songs, and OtherMiscellaneous Texts. The
Chester Beatty Papyri, No 1 with Thirty-one Plates in Monochrome and
Thirty in Line by Emery Walker, Ltd. (London: The OxfordUniversity Press
and Emery Walker, Limited, 1931), 20, note 2; Griffiths, The Conflict of
Horus and Seth,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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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받는사건이후로호루스는사춘기를경험하기시작하며끈끈하면서도구속

적인어머니와의관계로부터자유를찾는다.63) 끝으로이야기의대미를장식하

는대적자세트와의화해는호루스가육체적, 정신적으로준비된리더로서이집트

의 왕권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보여준다.64)

4. 결론: “영웅”의 탄생과 성장 신화적 선례

순환적인 시간관을 중시한 이집트에서 영웅의 탄생과 성장, 고난, 승리 등을

중심모티프로하는영웅신화는오시리스신화의일부를이루는호루스의탄생과

성장신화를제외하고는발견되지않는다. 호루스는이집트의신들, 특히어린이

신들중에서도유일하게유아기에대한서사를가지고있으며그독특한유아기는

고난과역경으로점철되어있다.켐미스모티프를이루는무력한유아기동안호루

스는헌신적인모신인어머니이시스의도움을받는다. 그러나세트와대결할만큼

충분히성장한후에는어머니이시스의영향으로부터벗어나려하면서독립적인

영웅의면모를보이기시작한다. 그렇다면이집트신화에서발견되는영웅의탄생

과성장은어떻게해석될수있을까? 우선고대근동신화나그리스신화와달리

이집트의영웅호루스는인간혹은신인(神人)이아닌신의영역에머문다는점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호루스의 고난과 승리는 영웅이 동류인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면서삶의지혜나신적인지식을얻는다거나괴물과의투쟁등에서우주적

승리를 쟁취하면서 인간세계의 진보를 이끌어내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요컨대

63) Roberts, Hathor Rising, 106.

64) 세트는질서가구현된세계의경계를무시하며따라서리더십을발휘할수있는역량을

가지고있지않다. Te Velde, Seth, God of Confusion, 65. 호루스와세트의대결에서
세트는 여러 번 멍청한모습을 드러낸다. 이때 지략을통해 세트를 곤경에 빠뜨리는

것은언제나이시스여신이다.HansGoedicke, “Seth as aFool,” Journal of Egyptian
Archaeology 47 (1961), 154. 한편세트를트릭스터(trickster)로보는견해에대해서
는 Herman te Velde, “The Egyptian God Seth as a Trickster,” Journal of
the American Research Center in Egypt 7 (1968), 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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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루스 신화의 경우 고대 근동이나 그리스와 같은 다른문화권에서도발견되는

영웅의기이한탄생과시련의극복은등장하지만시련을극복하면서성장한이후의

결과는오히려순환적시간관에부합한다고할수있다. 이는호루스신화가우주적

영역, 왕권의영역, 장례의영역에서수행하는역할을통해서도확인할수있다.

우선 우주적 영역에서 어린이 신 호루스는 (미래 세대를 대표하는 성가족의

결과물로서) 우주의재생을상징한다. 어린태양신이최초의일출을통해창조의

과업을시작한다면어린이신호루스는성장하여이집트의적법한군주가됨으로

써지상에천상의질서를구현한다.65) 한편왕권의영역에서호루스의유년기,

즉탄생에서대관식에이르는과정은왕권의정통성을확립하는데요구되는신화

적선례를제공한다.66) 호루스의탄생과난관으로가득찬유년기는그의승리를

더욱영광스럽게만들어주는데이와같은승리의모티프는파라오들이자신들의

업적을빗대어설명할수있는근거를제공해준다.67) 신왕국시대의왕들은자신

들의유년기를켐미스모티프에비유했으며자신들을아크비트의호루스와동일

시했다.68)

65) Pinch, EgyptianMythology, 146. 우주적영역의관점에서아버지없이탄생한
후유기된어린이신호루스에대한분석심리학적설명은다음과같다: “신성한어린이는

종종자연의힘, 특히물의힘과밀접한연관을맺고있다. 전설에서신성한어린이는

황새와같이물고기를잡아먹는새나개구리와같이물속에서식하는생명체에의해

구조된다. 또다른이미지로서신성한 어린이의구원자인악어와상징적으로유사한

식물인연꽃에서신성한어린이가탄생하는경우를들수있다.악어는물속과물밖에서

살아갈수있고이와같은이중적속성은연꽃에서도찾아볼수있다. 연꽃은몸은물

속에있지만꽃은물밖에서핀다. 이둘은물의영역과천상의영역을잇는존재(적

연계)를상징한다. 물은모든것이하나로용해된혼돈을상징하며하늘은육안으로도

모든것이식별가능한분절의공간이다. 하늘을지배하는것은태양빛이다. 반면물은

깊이 들어갈수록 더 어두워진다.” Beverly Moon (ed.), An Encyclopedia of
Archetypal Symbolism: The Archive for Research in Archetypal Symbolism
(Boston and London: Shambhala, 1991), 232.

66) Assmann, The Search for God in Ancient Egypt, 116.

67) Sandri, Har-pa-chered, 16. 호루스의승리와관련하여아스만은대관식축제를
승리모티프의실례(Sitz im Leben)로꼽는다: “왕의시해와애도, 공포, 구원, 환희,

풍요등을배경으로삼음으로써 (대관식이이루어지고있는) 현재는더큰영광을부여

받는다.” Assmann, The Search for God in Ancient Egypt, 142.



280 종교와 문화

아흐모세(Urk. IV 16, 8-9): sxm.n wADtj n Hr.f mj Hrw HoA.n.f tAwj.fj jty a(nx.w) 

(w)DA.(w) s(nb.w) jt xaw m Ax-bjt nb xa “두명의와제트여신이호루스와같은그의

얼굴을위해권세를펼치시니이때현현의주, 아크비트에현신하신그가그의

두땅을통치하기시작하심이라.”

투트모세3세(Urk. IV 157, 3): jw.j m omA tjt jwn-mjwt.f mj nxnw Hrw m Ax-bjt 

aHa.kw m wADyt mHtt “짐은창조된이,삼각주의열주에서있는젊은이,아크비트의

호루스와같은이웬무테프(Iunmutef)의형상.”

하트셉수트(Urk. IV 237, 3-5): jj.n.(j) m p, Sm.n.(j) <m> dp, xns.(j) zSw pHw 

wAwt-Hrw sxn m Ax-bjt m sA Hrw.j “짐은페로부터왔네,짐은뎁으로부터갔네, 호수

와습지, 호루스의길을지나, 내호루스의보호아래아크비트에내려앉았네.”

하트셉수트(Urk. IV 239, 4-5): Xnm.(j) Hmt.T m anx wAs mj jrt.n.(j) n Hrw m Xnw 

sS n Ax-bjt “저는아크비트의둥지안에있는호루스를위해(그리)한것처럼폐하

가생명과권세와하나가되게하겠나이다.”

아울러이집트인들은파라오를창조주가태초에설립한우주의순환적주기를

영구히유지할수있는지상의대리자로여겼으며새로운왕의즉위를통해이상

적인통치의주기가영원히반복된다고생각했다. 그러므로호루스의승리와즉위

는이와같은왕권계승의신화적선례와함께순환적인왕권강화의근거가된다.

끝으로장례의영역에서호루스의탄생이세대간의계승을통한생명과왕가의

존속을상징한다는사실역시 “신/영웅” 호루스에대한신화가순환적시간관/세

계관의패턴에서벗어나지않는다는것을잘보여준다. 장례의영역에서아버지에

서아들로이어지는세대간의계승은죽음을극복하는또다른방법을제시한다.

이에따라죽은왕과망자는자신을오시리스와동일시함으로써아들에의한복수

와명예회복을통한부활의신화적선례를따른다. 한편『피라미드텍스트』와

『코핀 텍스트』에 포함된 주문에서죽은 왕과 망자는자신을또한 오시리스와

동일시함으로써난관을극복하고적을무찌른호루스와같이죽음을극복하고자

한다.69) 더구나호루스는세트와의법정공방에서 mAa-xrw “진실된목소리를가진

68) Bergman, Ich Bin Isis, 138.

69) Sandri, Har-pa-chered,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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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승소한자)”가되는데죽은왕과망자역시사후세계에서자신의운명을결정

할최후의심판에서호루스와같은 “진실된목소리를가진자”가됨으로써영생을

성취하고자한다.70) 특히죽음과부활이라는측면에서오시리스와신격이비슷

한근동과지중해의아티스(Attis)나 아도니스(Adonis)와는달리오시리스신

화에서는오시리스-호루스라는세대간의계승을 통해 개인적인영역의부활과

사회적인영역의명예회복이성취된다는점은호루스신화가성장과극복의모티

프를담고있음에도불구하고죽음-부활의 사이클을반복하는순환적 시간관에

충실히 부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제어: 호루스,오시리스, 세트, 이시스, 하토르, 성가족,켐미스모티프, 신크레

티즘, 분화, 하포크라테스, 하르시에스, 하렌토테스, 하르솜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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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Assmann, The Search for God in Ancient Egypt, 137.



282 종교와 문화

참고문헌

유성환. 이히, 시스트럼연주자 이히를통해본어린이신패턴 . 종교와문화
제 23호.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12): 131-76.

조셉캠벨. 세계의영웅신화 아폴로, 신농씨그리고개구리왕자까지. 이윤기
옮김. 서울: 대원사, 1989.

Allen, James P., Genesis in Egypt: The Philosophy of Ancient Egyptian 
Creation Accounts. New Haven: Yale University, 1988.

_________. The Ancient Egyptian Pyramid Texts.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5.

Anthes, Rudolf. “Egyptian Theology in the Third Millennium.” Journal 
of Near Eastern Studies 18, no. 3 (1959): 169-212.

Assmann, Jan.  The Search for God in Ancient Egypt.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01.

_________. The Mind of Egypt  History and Meaning in the Time 
of Pharaoh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2.

Barta, Winfried. Untersuchungen zum Götterkreis der Neunheit. 
München: Deutscher Kunstverlag, 1973.

Bergman, Jan. Ich Bin Isis: Studien zum memphitischen Hintergrund 
der griechischen Isisaretalogien. Uppsala: Acta Universitatis 
Upsaliensis, 1968.

_________. “I Overcome Fate, Fate Harkens to Me.” Fatalistic Beliefs 
in Religion, Folklore, and Literature. Stockholm: Almqvist 
& Wiksell (1967): 35-51.

Betrò, Maria Carmela. Hieroglyphics: The Writings of Ancient Egypt. 
New York: Abbeville Press, 1996.

Björkman, Gun. “Harsiese.” Lexikon der Ägyptologie: Band II.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77): 1018-20.



이집트에서의 “영웅”의 탄생과 성장 283

Bleeker, Claas J. “Isis as Saviour Goddess.” The Saviour God: 
Comparative Studies in the Concept of Salvation Presented 
to Edwin Oliver James.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63): 1-16.

________. Hathor and Thoth: Two Key Figures of the Ancient Egyptian 
Religion. Leiden: E. J. Brill, 1973.

Borghouts, Joris F. Ancient Egyptian Magical Texts. Leiden: E. J. Brill, 
1978.

Brovarski, Edward. “Varia.” Serapis: The American Journal of 
Egyptology 3 (1975-76): 1-8.

Darby, William J. et al. Food: The Gift of Osiris. London and New 
York: Academic Press, 1977.

Daumas, Francois. Les mammisis des temples égyptiens. Paris: Société 
d’Édition Les Belles Lettres, 1958.

Eliade, Mircea. Patterns in Comparative Religion. Cleveland and New 
York: The World Publishing Company, 1963.

Faulkner, Raymond O. “The Pregnancy of Isis.” Journal of Egyptian 
Archaeology 54 (1968): 40-44.

Feucht, Erika. Das Kind im Alten Ägypten: Die Stellung des   Kindes 
in Familie und Gesellschaft nach altägyptischen Texten und  
 Darstellungen. Frankfurt and New York: Campus Verlag, 
1995

Frankfort, Henry. Kingship and the Gods: A Study of Ancient Near 
Eastern Religion as the Integration of Society and Nature.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Gardiner, Alan H. The Library of A. Chester Beatty: Description of 
a Hieratic Papyrus with a Mythological Story, Love-songs, 



284 종교와 문화

and Other Miscellaneous Texts.The Chester Beatty Papyri, 
No 1 with Thirty-one Plates in Monochrome and Thirty in 
Line by Emery Walker, Ltd. London: The Oxford University 
Press and Emery Walker, Limited, 1931.

Garnot, Sainte Fare J. L’Hommage aux dieux sous l’ancien empire 
égyptien, d’après les textes des pyramides.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54.

Goedicke, Hans. “Seth as a Fool.” Journal of Egyptian Archaeology 
47 (1961): 154.

______. “The Story of the Herdsman,” Chronique d’Égypte Tome XLV, 
89 (1970): 244-266.

Griffiths, J. Gwyn. The Conflict of Horus and Seth: From Egyptian 
and Classical Sources. Liverpool: Liverpool University Press, 
1960.

Guglielmi, Waltraud. “Milch(wirtschaft).” Lexikon der Ägyptologie: 
Band IV.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82):125-127.

Gunn, Battiscombe. “A Note on Brit. Mus. 828 (Stela of Simontu).” 
Journal of Egyptian Archaeology 25. No. 2 (1939): 218-19.

Hollis, Susan Tower. “5 Egyptian Goddesses in the Third Millenium 
BC: Neith, Hathor, Nut, Isis, Nephthys.” KMT - A Modern 
Journal of Ancient Egypt Volume 5, No. 4 (1994): 46-51, 
82-85..

Hornung, Erik. “Himmelsvorstellungen.” Lexikon der Ägyptologie: Band 
II.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77): 1217.

_____. Conceptions of God in Ancient Egypt. Ithaca and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82.

Janssen, Rosalind M. et al. Growing up in Ancient Egypt. London: 



이집트에서의 “영웅”의 탄생과 성장 285

The Rubicon Press, 1990.
Klasens, Adolf. A Magical Statue Base (Socle Behague) in the Museum 

of Antiquities at Leiden. Leiden: E. J. Brill, 1952.
Kurth, Dieter. “Haroëris.” Lexikon der Ägyptologie: Band II.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77): 999-1003.
Leclant, Jean. “Le rôle du lait et de l’allaitement d’après les textes des pyramides.” 

Journal of Near Eastern Studies 10, no. 2 (1951): 123-127.
Leitz, Christian (ed.). Magical and Medical Papyri of the New Kingdom. 

London: British Museum Press, 1999.
Lesko, Barbara S. The Great Goddesses of Egypt.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99.
Lichtheim, Miriam. Ancient Egyptian Literature: A Book of Reading 

Volume II: The New Kingdom.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6.

Manniche, Lise. “Divine Reflections of Female Behavior.” KMT - A 
Modern Journal of Ancient Egypt Volume 5, No. 4 (1994): 
54-55.

Meltzer, Edmund S. “Horus.” The Oxford Encyclopedia of Ancient 
Egypt: Volume 2.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119-122.

Moon, Beverly (ed.). An Encyclopedia of Archetypal Symbolism: The 
Archive for Research in Archetypal Symbolism. Boston and 
London: Shambhala, 1991.

Münster, Maria. Untersuchungen zur Göttin Isis vom Alten Reich bis zum 
Ende des Neuen Reiches. Berlin: Verlag Bruno Hessling, 1968.

Pinch, Geraldine. Magic in Ancient Egypt.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1994.



286 종교와 문화

______. Egyptian Mythology: A Guide to the Gods, Goddesses, and 
Traditions of Ancient Egyp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Quirke, Stephen. Ancient Egyptian Religion. New York: Dover 
Publications, 1992.

Roberts, Alison. Hathor Rising: The Serpent Power of Ancient Egypt. 
Devon: Northgate Publishers, 1995.

Roulin, Gilles. Le Livre de la Nuit: Une composition égyptienne de l’au-delà. 
Göttingen: Vandenhoek &   Ruprecht, 1996.

Sandri, Sandra. Har-pa-chered (Harpocrates): Die Genese eines ägyptischen  
 Götterkindes. Lauven: Uitgeverij Peeters, 2006.

Seele, Keith C. “Horus on the Crocodiles” Journal of Near Eastern 
Studies 6, no. 1 (1947): 43-52.

Sethe, Kurth. Urgeschichte und älteste Religion der Ägypter Band 4. Leipzig: 
Verlag Philipp von Zabern, 1930.

Shiah, N. “A Chinese Parallel to an Egyptian Idiom.” Journal of Egyptian 
Archaeology 24 (1938): 127-128.

Spiegelberg, Wilhelm. “Varia.” Zeitschrift für ägyptische Sprache und 
Altertumskunde Band 53 (1917): 91.

Tassie, Geoffrey. “Single Mother Goddesses and Divine Kingship: The 
Sidelock of Youth and the Maternal Bond.” Current Research 
in Egyptology II: January 2001 BAR International Series 1380 
(2005): 65-74.

Te Velde, Herman. Seth, God of Confusion: A Study of His Role in 
Egyptian Mythology and Religion. Leiden: E. J. Brill, 1967.

_____. “The Egyptian God Seth as a Trickster.” Journal of the American 
Research Center in Egypt 7 (1968): 93-110.



이집트에서의 “영웅”의 탄생과 성장 287

Tobin, Vincent A. “Divine Conflict in the Pyramid Texts.” Journal 
of the American Research Center in Egypt 30 (1993): 93-110.

Westendorf, Wolfhart. Altägyptische Darstellungen des Sonnenlaufes auf der 
abschüssigen Himmelsbahn. Berlin: Verlag Bruno Hessling, 1966.

Wilkinson, Richard H. Reading Egyptian Art: A Hieroglyphic Guide 
to Ancient Egyptian Painting and Sculpture. New York: Thames 
& Hudson, 1994.

Witt, Reginald E. Isis in the Graeco-Roman World. Ithaca and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71.



288 종교와 문화

Abstract

Birth and Growth of A Hero in Ancient Egypt
Based on the stories of Horus' birth and growth

Yoo Sung Hwan (Seoul National Univ.)

This paper focuses on the mythology of Horus that offers 

a rare glimpse on the birth and growth of a hero in ancient Egypt, 

which happens to be a civilization that notably lacks stories of heroes. 

For this, the aspects of Horus will be reviewed through three important 

stages of the deity's childhood: (1) the posthumous conception and 

birth of Horus; (2) Horus as an infant-child who was born and hidden 

after his birth by his mother-goddess in the papyrus thicket of Akhbit 

(so called, the Chemmis Motif); and (3) Horus as a youth who has 

grown strong enough to wrest the kingship of Egypt from Seth.

When he belongs to the cycle of the Osiris myth, Horus is 

usually mentioned as the son of Isis. In this role, Horus is known 

as Harsiese, which literally means, Horus Son of Isis. In the cycle 

of the Osirian myth, Harsiese is born, nurtured, protected and raised 

by his devoted mother-goddess Isis who conceived him after the murder 

of her husband Osiris by his brother Seth. Later he grows up to avenge 

his father Osiris and takes his place as a legitimate ruler of Egypt.

Even though the birth and growth of Horus seems to fo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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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ttern of a typical hero story, it should be noted that the deity's 

childhood story fits well with the cyclical concept of time held by 

the ancient Egyptians, which can be attested by the fact that, as is 

the case with the sun-child, the Horus child plays an important role 

on each of the cosmic, kingship and funerary levels. On the cosmic 

level, the Horus child symbolizes the renewal of the cosmos (as a 

third member of the divine triad, which represents the future generation). 

On the kingship level, the whole drama about the childhood of Horus 

from birth to coronation provides a mythic basis for legitimizing the 

kingship Moreover, the birth of the divine child also guarantees the 

continuity of life and the dynastic rule through the succession of 

generations. On the mortuary level, a transition between two successive 

generations represents the dynamic transformation from father to son, 

from death to life. Therefore, the deceased identified themselves with 

Osiris so that they might follow the mythic precedent of his salvation 

from death through vengeance and justification by his dutiful son.

Key words: Horus, Osiris, Seth, Isis, Hathor, holy family, Chemmis 

Motif, syncretism, Gtterspaltung, Harwer, Harpocrates, 

Harsiese, Harentodes, Harsomt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