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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서울대 종교학과 석사과정. 

이승훈. 

1) 본 논문은 2009년 2학기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대학원， 종교학 연습 I 과목의 기 
말 패이퍼률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이 논문을 시작할 때 기본 방향을 제시해 주 

시고 논문작성 과정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신 유요한 교수넘께 깊은 감사를 드 
린다. 

2) 앗슈르의 표기는 Ashur. Assur, A갔ur 로 다양하지만 여기에서는 Chicago 
Assηian α;ctionary A. part IL vol. I 의 Assur 항목을 따라 ASsUJ{앗슈르)로 
표기한다. 악카드어 §는 sh 발음으로 히브리어의. 'i!(shin). 영어의 S비p의 sh에 
해당하는 발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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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시리아 만선전의 최고신 앗슈르는 최고신으로서의 지위에도 불 

구하고 그 성격에 대해서는 그다지 명확하게 드러난 바가 없다. 여 

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문헌기록의 부족， 특히 순수 

하게 신앙의 대상으로서 앗슈르에 대해 기록된 문서들의 부족이 한 

이유이며 이러한 종교적 문헌들에도 다른 메소포타미아 신들과 구분 

되는 앗슈르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두 번째 이유이다3) 이에 

반해 앗슈르는 오히려 정치적 성격을 가진 문헌들에서 언급되는 경 

우가 많다. 따리서 앗슈르에 대한 연구는 정치적 맥락， 특히 앗시리 

아의 제국주의츠 팽창 과정에서 앗슈르 신앙의 역할분석을 통해 그 

위치를 검토해 보려는 시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반면에 종교적 

관점에서 신앙 그 자체. 또는 종교학적인 이론 틀에 의한 분석은 상 

당히 적다. 여 i’ 에서는 신 앗시리아 제국기의 앗슈르 신앙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 사회의 상징으로 앗슈르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Il . 앗시리아 종교에 관한 선행 연구들 

앗시리아 제국은 기원전 609년 마지막 왕 앗슈르-우발리트 2세 

(A합U1~ubal1jt 1I)4J가 하란(Harran)5)에서 축음으로서 역사에서 사 

라졌다 6) 이후 19세기 중엽에 들어 재발견되기 전까지 앗시리아는 

구약성서에 나타나는 단편을 제외하고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 

3) Lambert. W .. 'The God Assur". in lRAQ, Vol 45, No. 1, London, 1983 
p.82, 여기에서 i경버트는 이러한 이유로 앗슈르는 완전한 deus persona.가 아니 

라고 주장하고 ~.다. 

4) 악카드어로 ‘앗슈르가 그를 건강하게 만들다’ 라는 뜻， 재위 기원전 611-609. 
5) 현재의 터카 남동부에 위치. 도시이름은 악카드어 harránlÁ길)에서 유래. 고대로 

부터 교통과 상업의 요지였음. 

6) 기원전 612년에 수도 니네베가 바벌론-메디아-옐랑 연합군에 의해 합락되었으 
며 앗시리아 왕 신 샤르 이쉬문(Sin-sar iskun) 도 전사했다. 그 전에 탈출한 
왕세자 앗슈르-우발리트가 하란에서 즉위하였으나 609년 전사하여 앗시리아 제 
국은 완전히 멸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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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었다. 2500년 후인 1842년에 모술주재 프랑스 영사였던 보타 

(P.E Botta)가 사르곤 2세 치세의 수도였던 코르사바드를 발굴한 

이래 주요 도시였던 니네베. 앗슈르가 발굴되었으며 이어 1857년에 

롤린슨(H. Rawínson). 헝크스(E. Hincks). 탤벗 (W. Talbot )에 의 

해 악카드어(앗시리아 제국의 공용어) 가 해독되어 앗시리아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앗시리아 종교 역시 역사와 언어와 마찬가 

지로 초창기의 연구자들의 연구대상이 되었다. 초창기 연구자들의 

앗시리아와 앗시리아 종교에 대한 견해는 빅토리아 시대 영국의 오 

토만 터키와 이슬람에 대한 견해를 크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 특정이 

다 즉 이 시대 오스만 제국의 종교인 이슬람은 정체되어 있고 광신 

적이며 편협하고 .이단.에게는 반드시 가혹한 징벌을 가하는 종교로 

간주되었는데 앗시리아 종교도 바로 이러한 속성을 가진 것으로 이 

해되었다7) 이렇게 연구자와 동시대의 종교와 제국에 비추어 앗시 

리아와 앗시리아 종교를 이해하는 경향은 20세기 중반까지 지속되 

었다. 20세기 중반의 연구자들 역시 앗슈르는 언제나 그를 믿지 않 

는 자들을 앗시리아 군을 통해 벌했으며 앗시리아의 전쟁은 바로 앗 

슈르 신앙을 만방에 전파시키기 위한 도구로 이해했다는 점에서 전 

시대 연구자들의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서론에서 언급된 사료의 문제들과 더불어 이러한 연구 경향은 앗 

슈르 신앙 그 자체에 대한 연구보다 제국주의， 군국주의의 도구로서 

앗슈르 신앙에 대한 연구에 더 많은 관싱을 가지게 하는 결과를 불 

러왔다. 이러한 연구 중에서는 코건(M. Cogan)의 연구8)와 훌로웨이 

(S. Hollloway)9)의 연구가 가장 돋보인다. 두 연구 모두 앗시리아의 

전쟁에서 앗슈르의 역할 및 앗슈르 신앙과 다른 신들에 대한 신앙의 

관계를 정치 -사회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베라-하마자(0. 

Vera-Chamaza)는 역시 정치사적 관점에서 앗슈르와 바빌론의 주신 

7) Holιloway. S .. Asuur is /(ir.핑!A합ur is /(ir.벙! Religion in the Excercise o[ 
Power in the Neo-Ass.vrian Empire, Brill, Leiden, 2002, p.24 

8) COJ요:an， M., Imperialism and Religion: Assyria. Judah and /srael in the 
Eighth and Seventh Centuries. B.C.E.(SBLMS 19) ~IGssoula， MT,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and Scholar Press, 1974 

9) Holloway. S.‘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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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둑(Marduk) 사이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10) 이상의 선행 

연구들에서는 앗슈르 신앙과 앗시리아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부 

분적으로 언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종교학적 이론틀을 바탕 

으로 한 앗슈르 신앙과 앗시리아 사회에 대한 포괄적 연구는 아직까 

지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m. 신 앗시리아 제국기 11) 

여기에서 다루는 앗슈르 신앙의 시대배경은 대략 기원전 8세기 중 

반에서 7세기 초까지의 신 앗시리아 제국시대로 제한한다. 그 이유 

는 전 시대의 시·료들에 비해 이 시대의 사료들은 양과 질 측면에서 

비교적 짧은 시패임에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앗슈르가 앗시리아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를 추적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12) 

앗시리아 역사는 크게 1기 고 앗시리아(기원전 20-13세기) 13) . 2 

기 침체기 (기원전 13- 10세기 ). 3기 중홍기(기원전 10세기 -745) 4 

기 신 앗시리아 제국기 (744-605) 의 네 시대로 구분된다14) 

여기에서 관신의 대상이 되는 신 앗시리아 시대는 744년의 티글 

10) Vera-Chamaza‘ G“ Die Omnipotenz A협urs -Entwicklul1gen in der A끓ur 
Theologie unt.?r den Sargomden Sargon 11., Sanherib und Asarhaddon, 
AOAT 295, U~:arit-Verlag ， Munster, 2002. 

11) 이하 앗시리아사 연대는 Postgate, N. "The Land of A꿇ur and 까le Yoke 
of Assur ," in 'vVorld Archaeology Vol.23 No.3, Routledge, London, 1992 
에 사용되는 것을 인용하였음. 

12) 왕실기록(Royal inscriptions)의 경우를 보아도 완전한 단행본으로 출판된 것은 
신 앗시리아 시패의 티글라트 필레세르 3세， 사르곤 2세， 센나케립， 앗슈르바 
니팔의 기록 뿐이다. 

13) 고 앗시리아 시때는 앗슈르를 중심으로 아나툴리아와 메소포타미아흘 잇는 중 
개무역의 거점으로 발전하는 도시국가 시대였다. 이 도시국가는 사마쉬 아다드 
l세(5amas-Adad 1 재위 기원전 1813-1791)의 시대에 크게 딸흥하였으나 곧 
쇠퇴하였다. 

14) Postgate, N. , ~:의 책， p.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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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트 필레세르 3세 15)가 즉위함으로서 시작된다. 이 시기 이후 앗시 

리아는 군사력을 통한 대규모 영토 확장에 나서 에사르핫돈 

(Esarhaddon) 16)과 앗슈르바나팔171(A，혔urbanjpa]) 시대에는 통서로 

이집트에서 이란 서부. 남북으로 아르메니아에서 아라비아 반도에 

이르기까지 영토를 확장하였다. 구약성서에 기록된 앗시리아는 바로 

이 신 앗시리아 시대의 모습이다18) 구약성서뿐 아니라 앗시리아의 

연대기를 비롯한 각종 문서들과 궁전에 그려진 박부조(bas-relief)들 

역시 이러한 전쟁을 문서적， 그리고 회화적인 형태로 기록하고 있 

다. 즉 모든 형태의 기록들이 이 시기에는 전쟁에 대해 주로 기록하 

고 있다 따라서 신 앗시리아 제국기는 중기 앗시리아 시대부터 시 

작된 제국주의적 확장이 더욱 가속화된 시기로 정의될 수 있는데 전 

쟁의 결과로 확대된 영토의 범위. 각종 기록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 

던 주제로 볼 때 전쟁은 이 사회가 행하고 있던 가장 중요한 기능으 

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앗슈르 신앙은 앗시리아 사회가 처해 

있던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결부되었을 때 구체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N . 앗슈르 신앙과 앗시리아 사회 

1. 앗슈르 신앙 

앗시리아 종교는 다른 메소포타미아 종교틀과 많은 공통된 신을 

가진 다신교적 종교였다 이들 신들은 결혼관계와 인척관계로 연결 

15) 악카드어 원 이름은 Tukultï-apJ7-Esarr.짜‘나의 믿음은 에샤라의 아들에게 있 
다‘ 라는 뜻)， 재위 기원전 744-727. 

16) 악카드어 원 이름은 Assur-ahhe idinná..‘앗슈르가 나에게 형제를 주었다’ 라는 
뭇)， 재위 기완전 680-669 

17) 악차드어 원 이름은 Assur-bani-aplÁ. ‘앗슈르가 계송자를 만들다’라는 뭇)， 재 
위 기원전 668-627. 

18) 실제 구약성서에 기록된 앗시라아 왕들의 이름은 오늘날의 문헌에도 실제 원명 
보다 널리 쓰인다. 산헤렵(Sennacheri에， 다글탓 필레셀(까링'ath pilese，서， 에 
사르핫돈(Es강rhaddon)등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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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었으며 각각의 신은 자연의 한 측면을 대표한다. 또한 도시 

들은 그 도시와 특별하게 결부된 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신에 대 

한 신앙이 해 당 도시 (혹은 국가)종교의 중심 축이 되 었다. 앗슈르는 

이러한 앗시리。 종교에 존재하던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높은 위치 

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여타 다른 신들과 구분되는 특정을 가진다. 

첫째 그가 다른 신들과 결혼관계로 맺어져있는지가 명백하지 않으며 

둘째로 그는 어떠한 자연의 측면도 대표하고 있지 않다19) 그리고 

앗슈르는 앗시리아의 발상지인 앗슈르(현재 이라크의 알 시르갓 현) 

와 결부되어 숭배되던 지역신(local deity) 이었다. 다만 앗슈르는 해 

당 도시와 신의 이름이 얼치하는 극히 드문 예 가운데 하나다2이. 

최고신으로서꾀 앗슈르의 모습은 중기 앗시리아 시대인 투쿨티 나 

누르타 3세21) (7’'ukuJti-Ninurta 1m의 치세부터 구체적 모습으로 나 

타난다22) 신 앗시리아 제국기의 사르곤 2세의 치하에서 앗슈르는 

마르둑23) 나부~4)와 더불어 왕권을 부여하는 신이며 전장에서 승리 

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 묘사된다.그러나 이 세 신들 가운데에서도 

앗슈르는 언제나 가장 먼저 언급되는 신이며 마르둑이나 나부는 앗 

슈르의 위치를 대체하지는 못하고 있다25) 앗슈르의 이러한 위상은 

사르곤 2세가 전투를 앞두고 앗슈르에게 한 다음 기도문에서 잘 드 

러나 었다. 

‘신들의 아버지， 모든 땅의 주인， 천상과 지상의 왕， 만물의 창조주， 왕 중의 

왕 앗슈르여， 태끗적부터 위대한 마르둑도 평지와 산지의 신들， 세계의 네 

구석의 모든 신할에게 당신(앗슈르)을 예외 없이， 영원히 숭배하고 산더미 

19) Lambert, W .. 앞의 책， p.82. 

20) BJack, J and Green, A, Gods, Demons and Symbols of Ancient Mesopo-
tamia, ,British Musewn Press, London, 1992, p.37. 

21) 악카드어로 냐의 신뢰는 니누르타에게 있다 라는 뜻， 재위 기원전 1244-1208. 

22) Vera-Chamaza, G. 앞의 책 p.l3 

23) 메소포타미아 신들 가운데 최고신의 하나， 비교적 후대에 퉁장한 신이며 바벌 
론에서 주로 숭태되었다. 

24) 마르득의 아들이며 지혜와 기록의 신. 

25) 같은 책， p.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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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공물올 **에 가져올 것을 명했습니다)야’ 

사르곤 2세의 후계자인 센나케렵의 치세에서 마르둑에 대한 언급 

은 사라지는 반면 앗슈르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는 센 

나케립의 치세동안 그 정점에 달했던 바빌론과의 분쟁에서 바벌론의 

주신이기도 했던 마르둑의 위상을 격하시킬 필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27) 센나케립의 후계자인 에사르핫돈의 치세에서 마르둑은 

다시 앗시리아의 신으로 복구되었으나 앗슈르가 차지하는 최고신의 

지위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는 각종 문서에서 등장하는 신명들에서 

언제나 예외 없이 앗슈르가 가장 먼저 언급되는 데서도 볼 수 있 
다28) 

이상에서 보았듯이 앗슈르가 해당 시대의 앗시리아의 신들 가운데 

최고신이었던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그 지 

위에 비해 앗슈르 신앙의 그 구체적인 모습을 사료나 발굴 자료를 

통해 알기는 어렵다. 실제 앗슈르 에게 바쳐진 신전은 앗슈르 시에 

서도 단지 두 건의 발굴사례만 보고되어 있으며 29) 구체적 의례에 

있어서도 다른 앗시리아/메소포타미아의 신들에 비해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3이 여 기 에 근거 하여 리 벙 스턴 (A. Livingstone)은 앗슈르는 

(다른 신들에게 있는)기본적인 속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그렇게 때문 

에 쉽게 앗시리아인 들이 원하는 역할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주장 

하고 있다 31) 그럼에도 현존하는 사료들을 통해 앗슈르와 앗시리아 

사회와의 관계. 특히 앗슈르가 앗시리아 사회의 상징이었는지의 여 

26) Textes ClInelÏormes dll LOllvTe 3, Geuthner, Paris, 1912, pp. 314-316, 
Cogan, M, 앞의 책 pp .38-39에서 재인용. 

27) 같은 책. p. 11 1. 

28) 같은 책. p. 229. 

29) Holloway, S. 앞의 책. p.65. 

30) 같은 책. p.66. 

31) Livingstone. A., "New Dimensions in the Study of Assyrian Religion." in 
Assyria 1995:proceedings of the 10th Anniversary Symposiurn of the 
Neo-Assyrian Text Corpus Project. edited by S. Parpola and R.M. 
Whiting, Helsinki, 1995.p.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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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살펴보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2.사회 상쟁으로서의 앗슈르 

본 논문의 목적인 앗슈르가 앗시리아 사회의 상징이었는지의 가능 

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종교와 사회와의 관계를 다룬 여러 이론을 살 

펴볼 필요가 었다. 여기에서는 뒤르케임 (E. Durkheim)의 이론. 특히 

종교 생활의 원초적 요소(Les [ormes élémentaires de la 이e 

religieuse. 191~~)에서 그가 주장하는 이론을 바탕으로 이 가능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뒤르케임은 종교를 성스러운 사물들과 관련 

된 믿움과 의례를이 결합된 체계라고 정의내리고 이틀은 이것을 신 

봉하는 모든 사방들올 통합시 키 는 기 능을 한다고 한다32) 그는 이 러 

한 전제를 바탕.으로 하여 종교는 사회적 산물. 또는 집합적 실체를 

나타내는 집합적 산물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뒤르케임은 씨 

족들이 그들 자신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믿으며 씨족을 지 

칭하는데 사용되는 사물을 토템이라 불렀다. 이러한 토댐은 뒤르케 

임에 의하면 단순한 이륨이 아니라 씨족의 상징이다. 그리고 이러한 

토템을 물질척으로 표현한 상징들은 예배의식의 일부가 되며 따라서 

토랩은 집단의 E시인 동시에 종교적 특성을 가진다33) 따라서 앗슈 

르라는 신의 이뜸이 집단을 지칭하는 이름인 동시에 종교적 특성을 

가지게 된다면 앗슈르 신앙과 앗시리아 사회를 연계시겨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첫 번째로 앗수르라는 이름이 집단을 지칭하는 이릅으로 사용되었 

는지를 살회보자 우선 왕들의 이름은 왕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 

상 특정 사회를 대표하는 이름으로서의 기능올 가졌다고 보아도 무 

방할 것이다. 앗사리아륭 포함하는 메소포타미아인들의 이름은 대개 

신의 이름을 주어로 하는 문장(예 :A합ül~dan 앗슈르는 강하다)이 

다. 연대가 확정된 앗시리아 역대 왕들 50명의 즉위명 

( throne-name)에 들어간 신의 이름들 가운데에는 앗슈르가 23회로 

32) Durkheim. E./Translated by Cosman, C.. 1꺼e Elementary Forms of 
Religious Life. Oxford. 2001. p.46. 

33) 같은 잭. p.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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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다(표 l 참조)34) . 

신의 이륨 빈도수 
A장u1‘ 23회 
Adad 3 
Enlil 3 
Sin 2 

samas 2 
Isara 3 

Ninurta 2 
Shulmanu 5 

Nusku 
중복사용 2 

〈표1 : 앗시리아 왕들의 이름에 나타나는 신명(神名)의 빈도수〉 

치폴라(B. Cifola)는 기원전 20세기부터 티글라트 필레세르 3세에 

까지 앗시리아 왕들 가운데 기록이 비교적 많이 남은 8명의 칭호 

(titles )를 분석하였다35) 분석의 대상이 된 8명의 왕들이 사용한 신 

의 이름과 결부된 칭호36)는 모두 10개인데 이 가운데 두 개가 엔렬 

(EnJif) 371 과， 하나가 아누(Anu)38)와(이 경 우 엔렬과 중복사용. 표 

3- 1참조) 결부되었고 다른 하나가 일반적인 신들과 결부되었올 뿐 

나머지는 앗슈르의 이릅올 쓰고 있다39)(표 2-1-340) 참조) . 

34) 신 앗시리아 제국기만 살펴보연 해당시대의 왕 8명 가운데 이릎애 앗슈르가 
들어간 왕은 4명이다 

35) Cifola, B. Analysis o[ Variants In The Ass.vrian Ro.val Titular.v From The 
Origins To Tiglath-Pileser 111. lnsituo Universatario Orientale, Napol i. 
1995, 

36) 칭호에는 신의 이릅이 툴어간 총교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세속적인 것의 두 풍 
류가있다. 

37) 수메르어 원 뜻은 ‘바랍외 주인’. 수메르 종교의 주신 가운데 하나. 신앙 중심 
지는 니푸르 이지만 앗시리아에서도 널리 숭배. 

38) 수메르어 원 뜻은 ‘하늘- 메소포타미아 만신전얘서는 하늘의 신이자 모든 신의 
아버지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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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호(악카드어) 의미 

iss(i)ak( u) +神名 (해당 신의) 대리인 
issak Assur 앗슈르의 대리인 

i었'ak A였ur eJJu 신성한 앗슈르의 대리인 
issak 11었ur 외itrahu 지고한 ... 앗슈르의 대리인 
j짧k Assur surruhu 위대한 앗슈르의 대려인 

i짧k 1"1였'tu sa Ani u EnJiJ 아누와 엔렬의 대리인 

.;표 2- 1. 앗시리아 왕들의 칭호. 1형〉 

칭호(악가드어) 의미 
SakkanaJcku +神名 (해당 신에 의해) 임명된 지배자 

sakkanak A;협11/' (MJ m3tati) 앗슈E에 의해 임명된 지배자 
sakkanak béJ mätati (A꿇ul‘〉 대지의 주인 앗슈르에 의해 임명된 지배자 
sakkanak (A:~ur) pitqudu 앗슈근에 의해 임명된 사려깊은 지배자 

sakkanak il.킹Jj (rabûti) 위대한 신들에 의해 임명된 지배자 

‘:표 2-2 앗시리아 왕들의 칭호.2형〉 

칭호(악차드어) 

sakin + 神名
sakin EnJil 딴

 
-자
 

명
 -
한
 

미
 -
지
 
-
뱀
 

의
 -
이
 
-γ
 

시
」
 
-

<

‘ 
:
열
 

다
。
 
엔
 

해
 -

〈표 2-3 앗시리아 왕들의 칭호.3형〉 

사회의 최고 지도자가 자신을 지칭하는데 앗슈르의 이름을 압도적 

으로 많이 사용하였다는 것은 앗슈르가 최고신 이었다는 것 뿐 아니 

라 그 왕이 대표하는 특정 사회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던 대상이었다 

는 것을 뜻할 수도 있다. 왕영 뿐 아니라 모든 시대에 걸쳐 앗시리 

아인들은 자신의 나라역시 앗슈르의 땅(mãt-A었'ur)이라고 불렀다. 

39) 같은 책. p.150. 해당 연구는 신 앗시리아 제국기의 왕 가훌데에는 티글라트 
펼레세르 3세만·훌 포함하고 있으나 이 점은 이후의 왕틀에도 공통적으로 해당 
한다. 

4이 같은 책. p.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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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대는 다르지만 고 앗시리아 시대에 아나툴리아의 카네쉬 

(Kanesh)41)에 주재하고 있던 앗시리아 상인들의 문서에서는 앗슈르 

시와 앗슈르 신이 구분없이 사용되고 있다42) 또한 서약을 수행할 

때 서약은 앗시리아에서는 도시 (ãlum43) . 앗슈르 시)에 대해 이루 

어진 경우가 보이는데 이는 메소포타미아의 다른 곳에서는 서약은 

신. 혹은 통치자에게 행해졌다는 것과 대조된다44) 

즉 어원적으로 볼 때 ’사람. 또는 가족들의 집단. 이라는 뜻을 가 

진 도시 (ãlum-앗슈르)라는 단어 가 앗슈르 신과 동일하게 사용되 었 

으며 사회 구성원. 특히 사회의 지배층이 앗슈르라는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그라고 앗시리아인들이 자신들의 나 

라를 앗슈르의 이름을 써서 지칭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앗슈르는 

특정 집단을 지칭하는 표시로서의 성격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3. 앗슈르의 상정 

앗슈르를 물질적으로 표현한 상징으로는 우선 앗슈르의 무기 (GIS 

TUKULI kakki A장U/45) ) 가 있다. 신의 상징으로서의 무기는 앗시 

리아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다. 고 앗시리아 시대에 궐테페에서 출토 

된 문서 는 patrum 5a A장úr(앗슈르의 검 ) . kakki 5a A혔ur(앗슈르의 

무기)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서약의식은 이 무기 앞에서 이루어졌 

다46) 또한 앗슈르의 무기는 ade 라고 불리는 충성맹세의 의식에 

서의 사용되었다. 충성맹세는 종속국의 왕들을 포항하는 신민들이 

왕의 즉위시 하는 충성맹세와 외국과의 조약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41) 현재 터치의 뀔테페(I<ul tepe). 고 앗시리아 시대에는 아나툴리아와의 중개무역 
의 중심지 .. 

42) Lamberl. W .. 앞의 책， p.83. 

43) 사전적 뜻은 ‘도시’ 이지만 어원적으로 볼 때는 ‘일군의 사랑들， 흑은 가족들’ 
즉 사회를 뜻한다고 불 수 있다. Livingstone. A., 앞의 책 p.166. 

44) Lambert. W .• 앞의 책， p. 83. 

45) (수메르어/악카드어). 표기는 수에르어로 하지만 읽기는 악카드어로 읽는다. 

46) Holloway.S .. 앞의 책. pp. 16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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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것은 앗시리아의 전 시대에 걸쳐 지속되던 의식이다. 신의 임 

재. 혹은 신의 상징의 입회하에 행해지는 충성맹세의 의례는 메소포 

타미아 전역에 걸쳐 오랜 역사를 가진다. 이러한 의례에서 신은 맹 

세의 증인으로서 . 그리고 맹세를 어길 경우의 정별자로서 묘사되고 

있다47) 앗슈르바니팔이 왕위에 오를 때 맺어진 충성맹세문에는 이 

구조가 잘 드러나 있다. 

16줄 이 맹세는 앗슈르 아누， 엔렬， 에아 신 샤마쉬 .... 하늘과 땅에 거하는 
모든 신들파 앗시리아의 신들， 그리고 수메르와 악차드의 모든 신들， 

그리고 땅의 모든 신들의 입회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25줄: 모든 참석;~t는 모든 신들의 아버지이며 모든 대지의 주인인 앗슈드에 

게 맹세하꽉! 

414줄: 부디 모튼 신들의 아버지이자 모든 운영을 주관하는 앗슈르가 너에 

게 (이 명세문을 어기는 재 가혹하고 불행한 운명을 내리기를!48) 

이 러한 맹세문 에서는 앗시리아의 신들과 여타 신들이 입회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앗시리아 쪽의 신들의 명단 가운데 가장 먼 

저 언급되는 것은· 앗슈르이다. 

맹세 의식은 선의 상징 아래에서 신이 증인으로서 입회하였음을 

전제로 하며 맹세를 어기는 경우 처벌의 주체도 신으로 묘사되어 있 

다. 그러나 실제 업회하는 것은 앗시리아의 왕， 또는 그의 대리인이 

며 맹세를 어기는 경우의 처벌주체는 앗시리아의 군대이다. 즉 충성 

을 바치는 대상은· 앗슈르가 대표하는 앗시리아(혹은 앗시리아의 왕) 

인 것이다. 앗슈프의 무기는 새로이 정복된 지역에서 앗시리아의 권 

위를 나타내는 싱징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기능을 가진 앗 

슈르의 무기는 신 앗시리아 제국에 해당하는 기원전 745-696년의 

기록에 집중적으보 보인다49) 

신의 상징이 입회해 있는 자리에서 신의 이름을 부르고 신에 대한 

47) Parpola, S. and Watanabe, K., Neo-Assyrian Treaties and Royalty 
Oaths(SAA2J. Helsinki University Press. Helsinki‘ 1988, pp. 12-13. 

48없) 같은 책 pp 28-'‘4‘ 
49) Ho이에110\'、way’，S. ，’ 앞:씌끽 책 ， p.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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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선언이 이러한 맹세의식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이를 숭배 

가 수반되는 종교적인 의례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앗슈르와 

앗시리아의 권위에 대한 상징으로서 세워진 앗슈르의 무기에도 일종 

의 경배가 따랐다는 것 역시 추정해볼 수 있다. 따라서 앗슈르는 특 

정 집단을 지칭하는 표시로서 뿐 아니라 예배의식의 대상으로서 종 

교적 성격올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을 볼 때 앗슈르는 사회를 지칭하는 표식인 동시에 종교적 성 

격을 가지는 신의 이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뒤르케임에 따르면 

어떤 대상이 신의 상징인 동시에 사회의 상징이라면 이는 신과 사회 

가 하나이기 때문이다5이 따라서 앗슈르가 구체적 으로 표상하는 것 

은 앗시리아 사회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 전갱신으로서의 앗슈르와 앗시리아 사회 

앞에서 언급한 앗슈르의 상정이 무기였다는 것과 신 앗시리아 제 

국기의 왕실 기록에 나타난 인격화된 앗슈르에 대한 묘사를 종합하 

여 볼 때 앗슈르는 전쟁을 표상했다고 볼 수 있다. 신 앗시리아 제 

국기에는 앗시리아 전 역사를 통틀어 가장 대규모 전쟁이 많았던 시 

기였다. 이 시기에 대규모 해외원정을 수행하지 않았던 왕은 없으며 

센나케립 51) 한 왕의 경우에도 23년의 재위기간 통안 여밟 차례의 

해외원정을 했다. 

이러한 전쟁에 대해 가장 자세한 정보를 주고 있는 것은 왕실기록 

(royal inscriptions)이다. 여기에서 앗슈르가 인격화된 형태로 등장 

한다. 이러한 왕실 기록들 가운데 여기에서는 센나케립과 그의 손자 

앗슈르바니팔의 기록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이 두 왕의 기록은 

비교적 온전하게 전체가 남아있다는 것 이외에 인격화된 앗슈르가 

잘 묘사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센나케립의 기록52)에서 앗슈 

5이 Durkheim. E., 앞의 책. p.155. 

51) 악차드어 원 이름은 Sin-ahhe-eribba ('Sin 달의 신 신이 (나로) 나의 형제를 
대체했다’ 라는 뜻. 재위 기원전 704-681) 

52) 원문은 시카고 대학 Oriental Institute 소장 점토제 실린더로 기원전 689년경 
작성 . 번역문은 Luckenbill, D. D., Ancienl Records o[ Ass.vna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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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구 -님‘!: 앗슈르가 묘사된 구절 

위대한 산 앗슈르는 궁궐에 사는 어떤 자에 비할 
서문 자 없는 왕권올 나에게 주고 나의 무기률 강하게 

만들었다53) 

나의 주 앗슈르의 힘으로 냐는 (바빌론의 왕메로 

1차 원정(기원전 703년) 닥 발라단 2세의) 75개의 요새와 420개의 마을을 
포위하고 정복하고 약탈했다 54)' 

2차 원정 (기원전 701년) 
.나의 두 번째 원정에서 나의 주 앗슈르는 나를 격 
려했고 ... ’ 

.앗슈르의 무기의 가공할 광휘는 (센나케립에 적대 

3차 원정 (기원전 694년) 했던 지역영들)의 수벼대들을 꼼찍 못하게 만들었 
고 그들은 나의 발에 무릎올 꿇었다 55) ’ 

‘나의 주 앗슈르는 나에게 용기를 주었고 ... 냐는 
4차 원정(기원전 693년) 군대를 모아 빗 야킨 (Bit-Yakin)으로 진격할 것 

을 명령했다'56) 

.그때 석 달도되지 않아냐의 주앗슈르는옐 

7차 원정(기원전 692년) 람57) 의 왕 쿠두루 나훈테를 쳐서 그를 非命에 가 
게 했다58) ’ 

‘ 앗슈르가 냐에게 준 강력한 활을 잡고 ... 앗슈르 

8차 원정(기원전 691년) 
의 무기로 냐는 맹렬한 공격에 나섰다 나의 주 앗 

슈르의 말에 따라 냐는 몰아치는 폭풍처럼 적들의 
정연과 측면을 공격했다59)' 

〈표 3: 센나케립의 원정기록에 나타나는 앗슈르〉 

Babylon때，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26.에 따릅. 

53) 같은 책 pp. 11:;-6 

54) 같은 책 p.l16 

55) 같은 책， p,1l9. 

56) 같은 책 ， p.l21. 

57) 지금의 이란 서부에 위치했던 왕국， 신 앗시리아 제국기에는 앗시리아의 가장 
큰 적 가운데 하나. 

58) 같은 책， p.124. 

59) 같은 책， 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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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슈르바니팔의 기록6이에서는 다음과 같이 앗슈르가 묘사된다. 

원 정 앗슈르가 묘사된 구절 

그는(이집트왕 타하르카-61 ) ) 나의 주 앗슈르와 이슈타르의 힘 

을 망각하고 .. .62) 

l차 이집트 원정 앗슈르와 이슈타르의 팡휘가 타하르차를 쳐서 쓰러뜨렸고 그는 

(기원전 667년) 정신을 잃었다 63) 

나의 주 앗슈르의 무기의 공포의 광휘가 타하르차를 쳐서 그를 

도앙지에서 축게 했다 64) 

마나야원정 
위대한 신이자 나의 주인들이며 내가 복종하는 앗슈르， 신 

샤마쉬의 명에 따라 나는 마나야로 진격a뼈 승리를 
(연대마상) 

거두었다65) 

오. 여신 중의 여신이시여(이슈타르) . 전쟁의 여신이시여. 

전투의 여신이시여， 그대의 아버지들의 조언자시여" . 엘람의 

1차 엘람 원정 
왕 테움만은 신들의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앗슈르에 대항하여 

(기원전 664년) 
전쟁준비를 했습니다.，， 66) 

앗슈르와 이슈타르의 공포의 광휘가 엘람 인들을 쓰러뜨리고 

그들은 냐의 멍에 밑에 굴복했다 67 ) 

〈표4: 앗슈르바니팔의 기 록에 나타나는 앗슈르〉 

6이 원문은 니네에 출토 정토제 삼각기둥 문서(Prism) B(Prism B}, 번역은 
Borger. R‘ , Beitrage zum Inschnftenwerk A꿇urbanipals， Harassowitz. 
Wiesbaden. 1996, 

61) 이집트 25왕조(기원전 760-656)의 5대왕， 재위 기원전 690-664. 

62) Borger. R. 앞의 책‘ p,212. 

63) 같은 책 p.212 

64) 같은 책 p,214 

65) 같은 책 p, 220 

66) 같은 잭 p, 225 

67) 같은 책 p,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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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록에서는 다른 어떤 신들보다 앗슈르가 자주 언급되며 

구체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앗슈르는 여기에서 전 

쟁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앗시리아의 왕들을 격려하고 무기를 줄 뿐 

아니라 전투에서는 그의 무기의 광휘를 통해 척올 굴복시키고 적의 

왕올 직접 제거하는 퉁 적극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전갱신의 모습 

을 보이는 것이 관찰왼다. 전쟁신 으로서 앗슈르의 성격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슈티·르와 한 쌍으로 등장함으로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단 이슈타르는 선쟁신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묘사 속 에 

서는 앗슈르에 씨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슈타르는 어디끼지나 앗슈르의 하급자로서 그를 보초하고 앗슈르의 

전쟁신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는 구실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앗슈르의 상갱이 무기라는 점과 신 앗시리아 제국 시대에서 앗슈 

르에 대한 묘사가 경우에 따라 전쟁을 직접 수행하기도 하는 전쟁신 

이었다는 점으로 볼 때 앗슈르는 바로 끝없는 전쟁수행을 하고 있던 

앗시리아 사회가 의인화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V. 결론 

앗시리아의 신인 앗슈르는 다른 메소포타미아/앗시리아의 신들에 

비해 그 자체로한 어떤 울리적인 숭배의 혼적이 두드러지게 보이지 

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 앗시리아 제국기에 최고신의 지 

위를 가졌다. 이는 앗슈르가 왕권을 부여하는 신으로 묘사되며 다른 

신들과 같이 왕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먼저 언급되고 있다 

는 사실. 왕의 이릅에서 앗슈르가 사용된 밴도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사실， 그리고 왕설 연대기 동의 기록에서 왕에게 숭리를 가져다주는 

신으로 다른 신듣에 비해 자주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앗시 

리아라는 국명 자체가 앗슈르의 땅이라는 의미라는 사실에 근거한 

다. 

앗슈르가 앗시퍼아라는 특정 사회를 지칭하는 이릅으로 쓰였다는 

것은 앗슈르가 앗시리아 사회 자체의 상징이었다는 것의 반영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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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것은 앗슈르가 왕명에 압도적으로 자주 사용되었다는 점， 

도시(사회)라는 뜻을 가진 ãlum 이라는 단어가 앗슈르. 앗시리아와 

구별없이 사용된 예가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앗시리아 인들이 자신 

들의 나라를 앗슈르의 땅이라 불렀다는 점에서 증명된다. 

이러한 앗슈르를 물질적으로 표현한 상징이 ’앗슈르의 무기’ 이 

다. 앗슈르의 무기가 존경과 일종의 의례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앗슈르의 무기가 앗시리아의 권능을 상징하는 정표로 정복지에 세워 

졌다는 것과 그 아래에서 외교적 의례가 이루어졌다는 것에서 유추 

해 볼 수 있다. 무기로 상징되는 앗슈르와 기록에서 구체적으로 묘 

사된 앗슈르의 모습-왕의 무기 를 강하게 만들고 ’왕에 게 무기를 주 

고 격려하며’. ‘적을 무서운 광휘로 굴복시키고자신의 적들을 내리 

치는’ -을 종합하여 보면 앗슈르는 전쟁을 상정했다고 볼 수 있다. 

신 제국기의 앗시리아 사회는 센나케립 왕의 예에서 보듯이 계속되 

는 정복전쟁을 수행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는 곧 앗슈르는 무기 

(전쟁)를 통해 의인화된 앗시리아 사회라는 것을 뜻한다. 전쟁신으 

로 인격화된 최고신 앗슈르의 모습은 성스러운 전쟁이 수행되는 모 

습， 즉 앗시리아 사회가 작동하는 모습의 구체적인 묘사에 해당한 

다. 즉 앗슈르는 전쟁을 수행하던 앗시리아 사회가 상징을 통해 의 

인화된 모습이며 따라서 앗슈르는 인격화된 앗시리아 사회. 또는 사 

회의 상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앗슈르. 뒤르케임. 사회. 상징. 앗슈르의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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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똥ur cult of the Neo-Assyrian period 
:A협ur as th syrnbol of society 

Rhie , Seunghun 

Though bein앙 the suprerne deity of the Assyrian pantheon , 

little is known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god Assur and his 
cult. In this paper. I will briefly describe the god and his cult 
and exarnine the possibility that the god A영ul‘ was the symbol 
of the Assyria r.. society , and probably personified society i tself. 
Such aspect of the god has been rnentioned in rnany literatures 
but it has n01; been dealt throughly on theoretical basis. 1 
believe that French sociologist E.Durkheirn' s theory about the 
society and rel핍ion (in The Elernentary Forrns of Religious Life) 
explains the relation between the God Assur and the Assyrian 
society best. He says that a Totern(or God) is not merely a 
narne but the symbol of a certain clan. and the materially 
rnanifested symbols becorne the part of cult , which makes a 
totem not only the symbol of a society but also gives religious 

characters to it. 

Assur was worshipped throughout the Assyrian period but I 
chose the Neo-Þ.ssyrian period because many evidence frorn that 
period support the hypothesis , ’The god Assur is Assyria itsel(. 
FiI앙 of all , thn narne A협ur‘ was used by the majori ty of the 

Assyrian kings i.n their throne-names and epithets. The fact that 
the name was used by the highest echelon of society rnay 
support that the god did not only exist in narne but the 
syrnbol/narne of the society. And secondly , Assur also had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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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bol like 'weapons of ASSur'. which became the subject of his 
cult throughout the empire. Why his symbol was a weapon? it 
can be better understood with his description as a warrior-god. 
1n the Neo-Assyrian literatures. Assur is described as a 
divine-warrior who helps the King vanquish his (and A합ur's) 

enemies and in some cases. he himself destroys them. 
Neo-Assyrian period saw the greatest enlargement of the 
Assyrian empire and the empire itself was tighting wars at every 
known corners of western Asia and northern Africa. The 
desc디r‘배ed warrior-god A협ur‘ would be actually personitied 'The 
Assyrian society at war'. 

1n gener떠. judging the evidence on Durkheim' s theory. the 
god Assur was actually symbol of the Assyrian society. He had 
his own symbol of cult and it was a weapon. With the 
description of 'warrior' . he was probably the personitication of 
the Assyrian society at war. 

Key Words 
Assur. Durkheim. society. symbol. Symbol of Assu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