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Ⅰ. 머릿말

Ⅱ. 함무라비 법의 바벨론의 위상

Ⅲ. 바벨론의 종교

IV. 바벨론의 정체성

V.  맺음말

201

함무라비 법에 나타난 바벨론의 정체성에 대한 

법사학적 고찰*

이종근**

161)

[국문 요약]
본고는 함무라비 법에 나타난 고바빌로니아 제국의 수도인 도시국가(city-state) 바벨론

의 정체성을 법사적으로 고찰한 연구이다. 바벨론은 ‘신들의 문’이라는 뜻으로 함무라비 법

의 토대이다. 이 도시는 신들의 보호를 받고, 신들이 새 역사를 열기 위해 출입하는 이상향

의 문이라는 의미이다. 바벨론은 우주와 세상 그리고 지하를 연합하는 중심으로 함무라비 법

이 추구하는 통치와 가치의 모델이다. 
함무라비 법의 전문과 결문에는 수도 바벨론을 중심으로 함무라비에 의해 정복되고 시혜

가 베풀어진 여러 도시들의 40여 신들과 신전들에 대한 종교적 치적들이 나열되어 있다. 바
벨론은 신들의 도시로서 그 종교는 마르둑 최상권 하의 다종교 통합이다. 바벨론의 이러한 

종교성 위에 함무라비 법이 세워져 있다. 종교의 본질은 법과 정의이며, 함무라비 법은 샤마

시 신으로부터 기인되며 신적 가치를 지닌다. 
함무라비 법에 나타난 바벨론의 정체성은 메소포타미아의 종교에 기반을 신들의 회의에 

의한 법치에 기초되어 있다. 당대 법치의 토대는 천상의 신들의 세계와 지상의 도시국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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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왕권을 총괄하는 질서 위에 세워져 있다. 먼저, 신들의 회의에서 천상과 지상의 최고권

의 지위가 마르둑에게 위임되었다. 다음으로, 바벨론은 마르둑의 도시로 존엄하게 명명된 도

시이다. 끝으로 마르둑의 대리자로 함무라비가 왕으로 선택되었다. 바벨론은 그의 왕권이 선

언되고 정의와 복지가 이루어진 도시이다. 함무라비의 왕권과 통치의 도덕성은 정의와 국리

민복에 기초해 있다. 

[주제어] 함무라비 법, 바벨론, 종교, 신들의 회의, 정의

Ⅰ. 머릿말
 

고바빌로니아/고바벨론1) 제국(Old Babylonian Empire, c. 1894-1595 BC)

의 제6  왕인 함무라비 왕이 편찬한 법이다.2) 고바빌로니아 제국의 수도 

바벨론(Babylon)은 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들 중의 하나로 서구 문

명의 뿌리로 여겨진다.3) 비옥한 초승달(Fertile Crescent) 지역으로 불리어지

 1) 바벨론(Babylon)은 고  도시국가의 수도인 지명을 의미하고, 바빌로니아(Babylonia)는 정치적 용

어로 카사이트 시 (Kassite period, c. 1595-1150 BC) 이후 국가를 지칭하지만, 국역(國譯) 표기

에서는 양자를 혼용해 쓰기도 했다. Gwendolyn Leick, Historical Dictionary of Mesopotamia: 
Historical Dictionaries of Ancient Civilizations and Historical Eras, 2nd ed. .(Lanham/ Toronto/ 
Plymouth, UK: The Scarecrow Press, Inc., 2010), pp. 29-31,96-97; Piotr Bienkowski and Alan 
Millard eds, Dictionary of the Ancient Near East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0), p. 43; D. J. Wiseman, “Babylon”,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 Exegesis, 
ed. Willem A. VanGemeren (Grand Rapids: Zondervan, 1997), p. 430. 

 2) 본고에서 다룰 약자들은 다음과 같다. LE(에쉬눈나 법) = Laws of Eshnunna; LH(함무라비 법) 
= Laws of Hummurabi; LH ¶ 10 = 함무라비 법 제10조; ABD = Anchor Bible Dictionary, eds. 
David Noel Freedman et al. 5 vols. NY: Doubleday, 1992; ANET =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ed., James B. Pritchard.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COS = The Context of Scripture, eds., W, W, Hallo & K. L. Younger, 
3 vols. Leiden/NY: Brill, 2000. 

 3) 함무라비 법의 바벨론의 이미지는 긍정 일색이다. 친(親)바벨론 자료들인 메소포타미아와 고 근동

학의 사료들은 바벨론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요람과 위 한 영광의 도시로 본다. 반면 성서는 바

벨론/바벨(Babel)이란 이름 자체를 ‘혼잡’이라 했다(창 11:9). 혼잡이란 히브리어가 발랄(balal)인 

것을 보면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혼잡되었던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창 11:7). ‘혼잡’이란 

후  전승에서 인간의 오만과 도덕적 악의 상징으로 표현되었다(계 17:4; 17:15-18). 성서는 바벨

론을 악의 상징으로(사 14:12-17; 겔 28:11-19),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천년사직의 남왕국 유다

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으로 유배시킨 심판과 형벌의 상으로 본다(왕하 25; 하 36 등). 고 근동

학적 배경에서 성서의 반바벨론 이슈는 추후 논의의 여지가 있다. 성서(Bible)와 바벨론의 비교 연

구 참고: Franz Delitzsch, Babel and Bible (Chicago: Open Court Pub. Co., 1903); Mogens 
Trolle Larsen, “The ‘Babel/ Bible Controversy and Its Aftermath”, in COS, pp. I:95~106; 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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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두 강들 사이의 땅’인 메소포타미아(Mesopotamia)4)

의 중심부인, 오늘날 이라크의 바그다드 남부 약 80Km에 위치한다.5) 본 연

구는 최종 형태로서의 함무라비 법에 나타난 고바빌로니아 제국의 수도인 도

시국가 바벨론의 위상, 종교와 정체성을 법사적 관점에서 고찰한다. 자료원

으로는 함무라비 법(Laws of Hammurabi)의 전문과 결문, 및 함무라비 연

기(Hammurabi’s Year Date Formula)6) 등을 중심으로 다룬다. 그러나 함무

라비 법조문의 내용과 관련된 법의 제정과정, 구성과 내용, 특징과 의미 및 

법문화 등은 다루지 않는다.7) 

W. Chavalas, “Assyriology and Biblical Studies: A Century and a Half of Tension”, in 
Mesopotamia and the Bible, Comparative Explorations, eds. Mark W. Chavalas and K. Lawson 
Younger, Jr.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2), pp. 21~67; Jacob J. Finkelstein, “Bible 
and Babel: A Comparative Study of the Hebrew and Babylonian Religious Spirit”, Commentary 
26 (1958), pp. 432~444; Lambert Dolphin, “The Tower of Babel and the Confusion of 
Languages”, City 10 (2005): pp. 6~12; Miriam Hansen, Babel and Babyl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94); John Joseph Collins, The Bible after Babel: Historical Criticism in a Postmodern 
Age (Wm. B. Eerdmans Publishing, 2005); H. W. F. Saggs, Babylonians: Peoples of the Past 
(Berkeley/ L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0). p. 7. 

 4)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략 인류 최초의 수메르 문명(c. 2700-2334 BC), 그것을 이어받은 아카드 

문명(Akkad, c. 2334-2154 BC), 우르 제3왕조(Ur III, c. 2112-2004 BC), 이신-라르사(Isin- 
Larsa, c. 2017-1794 BC)를 거쳐 고바빌로니아 제국(c. 1894-1595 BC)에 이른다. 그 이후에는 

앗시리아(c. 1273-612), 신바빌로니아(c. 605-539 BC), 메데-페르시아(c. 539-331 BC) 등으로 

역사의 방향이 진행되었다. Watson, “Babylon”, “Mesopotamia,” ABD, pp. 1:565~566; 
IV:714~777.

 5) 이종근, 메소포타미아 법사상 개정판(삼육 학교출판부, 2008), 11~14면; A. Kirk Grayson, 
“Mesopotamia”, ABD, p. IV:714. 

 6) 함무라비 연 기는 함무라비 재위 43년의 행적을 연도별로 A. Ungnad가 Reallexikon der 
Assyriologie, pp. II:178~182에서 편집한 것으로 함무라비 업적을 비교하는데 도움이 된다. 
ANET, pp. 269-271; Frans van Koppen, “The Year Names of Hammurabi (Date Lists K” in 
The Ancient Near East: Historical Sources in Translation, pp. 109~110. 

 7) 본고는 기(旣) 연구된 학문성과를 바탕으로 함무라비 법의 전문과 결문의 바벨론에 관한 모티브들

인 도시국가의 위상, 이름의 어원, Urzeit와 Endzeit, 도시의 중심성과 정통성, 위용과 종교성, 법치

의 기초인 천상회의의 결정 등의 이슈들을 천착하여 정립한 연구이다. 표적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M. Seymour, “The Idea of Babylon: Archaeology and Representation in Mesopotamia”, 
Ph. D. Thesis (University of London, 2006); Marc Van de Mieroop, King Hammurabi of 
Babylon: a Biography (Malden, MA : Blackwell Pub., 2005); Martha M. Roth, “The Laws of 
Hammurabi (2.131)”, in COS, pp. II:335~356; idem, “Mesopotamian Legal Traditions and the 
Laws of Hammurabi”, Chicago-Kent Law Review 71 No 1 (1995), pp. 13~40; idem, Law 
Collections from Mesopotamia and Asia Minor: SBL Writings from the Ancient World, eds. 
Simon B. Parker et al.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1997), pp. 71~149; Russ Versteeg, Law 
in Ancient World (Durham, NC: Carolina Academic Press, 2002), pp. 189~286; Bruce Wells, 
“Law and Practice” in A Companion to the Ancient Near East, ed. Daniel C. Snell: Blackwell 



204   法史學硏究 第49號

Ⅱ. 함무라비 법의 바벨론의 위상

함무라비 법은 인류의 정신문화 유산으로 수메르 법전승을 편집하여 집

성되었다.8) 이 법은 후  천여 년간 메소포타미아의 서기관 학교(Eduba) 등

에서 필사의 교재로 활용되고 고 법의 모델이 되었다.9) 또한 이 법은 메소

포타미아 문명을 이어받은 알렉산더 이후의 그리스-로마법에 전수되고,10) 

Companions to the Ancient World (Malden, MA: Blackwell Publishing, 1988), pp. 209~211; 
이종근, 메소포타미아 법의 도덕성과 종교(삼육 학교출판부, 2011), 113~114․157~187면; 한
상수, 함무라비 법전, 인류 법문화의 원형(인제 학교출판부, 2008), 85~263면; 김영진, 율법과 

법전: 율법과 고 근동의 법 연구(한들출판사, 2006), 14~72면; 이삼현, ｢함무라비법전 소고｣, 법

학논총 2(1990), 5~50면 등.
 8) 수메르 법전승은 수메르 법들이 법의 구성이나 법형식 및 내용 등 유사한 것을 공유하는 전승들을 

말한다. 수메르어로 기록된 법들의 공통적 요소로 법의 구성이 전문, 법조문 및 결문의 세부분

(tripartite form)으로 되어 있고, 형식이 모두 “어떤 사람이 ... 한다면(awilum ša/ 수메르어의 투쿰

비[tukum-bi])”의 조건절(protasis)과 “...한다”는 결과절(apodosis)을 가진 결의법(決疑法, casuistic 
law)으로 되어 있다. 법의 내용에는 신들의 회의나 왕권신수설 등의 유사 모티브들이 있다. 수메르

어로 기록된 수메르 법에는 우루-이님기나 법(Laws of Uru-Inimgina, c. 2350 BC), 우르-남무 

법(Laws of Ur-Nammu, c. 2100 BC), 리피트-이쉬타르 법(Laws of Lipit-Ishitar, c. 1930 BC)이 

아카드어로 기록된 에쉬눈나 법(Laws of Eshnunna, c. 1800 BC)으로 계수되고, 최종 함무라비 

법으로 집 성되었다. 이종근, 메소포타미아 법의 도덕성과 종교, 53~4, 113~114, 157~187면; 
김영진, 율법과 법전, 14~72면; 한상수, 앞의 책, 13~105면; Martha M. Roth, “The Laws of 
Hammurabi (2.131)”, in COS, pp. I:335~356; idem, “Mesopotamian Legal Traditions and the 
Laws of Hammurabi”, Chicago-Kent Law Review 71 No 1 (1995), pp. 13~40; Mohamad 
Alkadry, “Bureaucracy: Weber’s or Hammurabi’s? Ideal or Ancient?”,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26.3 (Fall, 2002), pp 317~345. 

 9) 함무라비 이후 히타이트 법(Hittite Laws, c. 16-12세기 BC), 중세 앗시리아 법(Middle Assyrian 
Laws, c. 11세기 BC), 신 바벨론 법(Neo-Babylonian Laws, c. 7세기 BC) 등 고 근동의 법들이 

함무라비 법의 형식과 내용과 유사한 것을 따랐다. Dominique Charpin, Writing, Law, and 
Kingship in Old Babylonian Mesopotamia, trans. Jane Marie Todd (Chicago/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0), 80-81; Ake W. Sjoberg, “The Old Babylonian Eduba”, 
Sumerological Studies (1976): 159-179; 이종근, 앞의 책, 111~113면; Hans J. Boecker, Law and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in the Old Testament and Ancient East, trans. Jeremy Moiser 
(Minneapolis: Augsburg, 1980), p. 77; R. Westbrook, “Biblical and Cuneiform Law Codes”, RB 
92 (1985), pp. 247~264.

10) 함무라비 법의 그리스 및 로마법에 한 전승은 크레테의 고르틴 법(Greek Code of Gortyn)과 

12표법(을 포함한 로마법들이 결의법 형식을 취한다거나 내용상으로도 상속(LH ¶¶ 138-141; 
Gorytyn ¶¶ II 44-55), 농경지의 홍수(LH ¶¶ 53-56), 폭행(LH ¶¶ 196-205; 12표법 ¶ I 14), 주야간

의 절도 및 보상(LE ¶¶ 12-13; 12표법 ¶¶ I 17-18) 등에서도 나타난다. 함무라비 법을 포함한 

메소포타미아의 법과 근  서구법의 근원인 그리스법과 로마법의 관계에 해서는 별도 논의의 

여지가 있다. 한상수, ｢12표법에 관한 연구｣, 仁濟論叢 12 No 2 (1996), 371~396면; 한상수, 
함무라비 법전, 85~263면; 최병조, ｢로마법과 비교법｣, 서울 학교 法學 48 제4호 (2007), 
29~33면; 최자영, 고  그리스 법제사(아카넷, 2007); Bruce Wells, “Law and Practice” i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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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로마법은 후  세계의 법에 영향을 미쳤다.11) 이 법은 “인류 최고의 

법문화의 원형”으로 자리잡고 있다.12) 정신과 문화의 영역에서 “종말(終末)

은 태초(太初)와 같이(Endzeit gleich Urzeit)”13)라는 명제가 있는데, 우리말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라는 것처럼 첫출발 또는 기원의 사건은 마지막

까지 중요하고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인류 태초 혹은 기원의 이

상은 지상 역사의 종말까지 지속한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수메르 법전승

의 백미인 함무라비 법은 인류 역사의 종말까지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이

다.14) 법사적으로 볼 때, 함무라비 법의 이상은 마지막 시 까지 모든 법들

Companion to the Ancient Near East, pp. 209~211; W. G. Lambert, “The Laws of Hammurabi 
in the First Millennium”, Reflets des deux fleuves: volume de melanges offerts a Andre Finet 
(1989): pp. 95~97; M. Crawford, Roman Statues. 2 vols. (London: University of London, 1996), 
pp. 578~583; Versteeg, Law in Ancient World, pp. 189~286.

11) 로마법을 계수(繼受)한 구미법의 전수 사례로 우리나라 법은 일본 법제와 구미법의 형향을 받았다. 
일본 헌법을 기초한 사람이 이등박문(伊藤博文)인데,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 1882년 3월 유럽에 파

견되어 로마법에 영향을 받은 독일법을 모델로 18개월 동안 헌법조사를 했다. 베를린 학의 그나

이스트(Rudolf von Gneist)와 모쎄(Albert Mosse) 교수의 강의를 듣고, 특히 비인 학의 본 슈타인

(Lorenz von Stein) 교수의 영향을 많이 받아 프로이센류의 군권주의 헌법 제정에 한 확신을 갖

고 귀국했다. 이토는 서구법의 법정신이나 헌법의 기초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일본 제국헌법(구헌

법)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여겼지만, 일본은 종교의 힘이 미약하고 국가의 기축이 될만한 것이 없어 

기독교를 신할만한 국민의 정신적 통합기능을 천황에게 부여하고자 했다. 천황은 절 적인 권력

의 실체임과 동시에 신화에 기초한 종교적, 윤리적 그리고 정신적 절 권위까지 체현한 살아있는 

신(現人神)의 모습으로 확립되게 되었다. 김창록, ｢일본의 근현  천황제에 관한 법사학적 고찰｣, 
법사학연구 11 (2000. 10), 120~122면; 육수화, ｢근  일본의 황족과 화족 교육: 가쿠슈인(學習

院)을 중심으로｣, 교육사학연구 22 제1호(2012. 6), 63․71면; 정연욱, ｢이토 히로부미(이등박

문)의 교육이념을 통해서 본 일본 근 교육 성립의 한 단면｣, 일본어문학 20, 단일호(2004), 
271~287면; 민경배, ｢교회사적 입장에서 본 한국교회 8.15 성회의 신학적 의의｣, 한국교회 

8.15 성회 신학학술포럼(명성교회 월드글로리아센터: 2010.8.12.), 14~15면. 
12) 한상수, 앞의 책, 14면; 이종근, ｢함무라비 법의 종교성｣, 118-120면; Duane F. Watson, 

“Babylon”, ABD, pp. 1:565-566; 
13) Bernhard W. Anderson, “Exodus Typology in Second Isaiah”, Israel’s Prophetic Heritage (1962), 

pp. 177~195. 
14) Urzeit와 Endzeit는 독일의 구약학자인 Herman Gunkel이 1895년에 제창한 것으로 성서의 신들의 

흑암의 투쟁(Chaoskampf )은 바벨론의 창조서사시인 ｢에뉴마 엘리시(Enuma Elish)｣의 신들의 투

쟁 신화로 거슬려 올라간다고 했다. 이 바탕에서 시편, 욥기, 예언서, 신약의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서의 흑암의 투쟁 모티브도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창조의 원역사(primeval history, 창 1-11장)
의 이상은 인간 역사의 종말까지 추구하고 지향해야 할 가치이다. Hermann Gunkel, Schöpfung 
und Chaos in Urzeit und Endzeit (Gottingen, 1895); English trans.: K. W. Whitney Jr., Creation 
and Chaos in the Primeval Era and the Eschaton (Grand Rapids, 2006); p. 185; J Richard 
Middleton, “Created in the Image of a Violent God?: The Ethical Problem of the Conquest 
of Chaos in Biblical Creation Texts”, Interpretation 58.4 (Oct 2004): pp. 341~355; J. O. H. 
N. Sailhamer, “Creation, Genesis 1-11, and the Canon”, Bulletin for Biblical Research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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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미를 지닌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함무라비 법은 바벨론 중심의 사회 

질서와 안녕을 위해 신들의 회의를 통해 왕권신수를 천명하면서 제정되었다

(LH 전문 i 1-26).15) 

함무라비 법의 토 인 바벨론은 인류문명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16) 

바벨론은 고  도시들 중 신들의 이름을 지닌 특이한 이름(theophoric name)

이며 도시 위치도 수메르 왕명록(Sumerian King Lists)에서 최초 왕권이 천

상에서 지상으로 처음 내려왔다고 하는 키시(Kish)에 인접하고 있다. 바벨론

의 지명이나 위치 등이 신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특이하다. 바벨론은 메소

포타미아 창조서사시인 ｢에누마 엘리시(Enuma Elish)｣에서는 신들이 마르둑

을 위해 신전을 세운 도시라고 하지만, 성서에서는 니므롯(Nimrod)이 창건

한 것으로 나온다(창 10:10).17) 바벨론은 아카드어로 밥-일루(Bab-ilu, 수메

(2000): pp. 89~106.
15) M. T. Roth, “The Law Collection of King Hammurabi: Toward an Understanding of 

Codification and Text”, in La Codification des Lois dans l’Antiquite: Actes du Colloque de 
Strasbourg, pp. 27~29 Novembre 1997, ed. Edmon Levy (Paris: De Boccard, 2000), pp. 8~31; 
Russ Versteeg, Early Mesopotamian Law (Durham, NC: Carolina Academic Press, 2000), pp. 
13~18; John H. Walton, Ancient Near Eastern Thought and the Old Testament: Introducing 
the Conceptual World of the Hebrew Bible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6), pp. 
287~291; 안성조. ｢고  근동 법전의 성격｣, 안암법학 36, 단일호(2011), 361~385면.

16) 바벨론이란 이름 자체가 함무라비 법 전문에 5회, 결문에 1회 나오지만, 여러 고  문서들, 심지어 

성서에 이르기까지 바벨론이 여러 번 언급된다. 이런 면은 고  문서의 집 성인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ANET ), ed. James B. Pritchard; translators and 
annotators: W. F. Albright et al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에 65회, 고
근동 문헌의 최근작인 The Context of Scripture (COS ), eds. W. W, Hallo & K. L. Younger, 
3 vols (Leiden/NY: Brill, 2000)엔 18회, 구약성서에는 무려 150회, 신약성서에도 13회 나온다. 

17) ANET, pp. 68~69. 바벨론의 기원에 해서는 아카드 문명의 창시자인 사르곤 제(Sargon the 
Great, c. 2334-2279 BC)에 의했다거나, 초기 다른 도시 이름의 반영(I. J. Gelb), 에리두(Eridu)나 

니느웨(Nineveh) 등의 도시로 상호 이해되었다, 또는 원래의 유프라테스 거주민들(proto- 
Euphratean population)에 의한 것(Bill T Arnold)이라는 등 제 학설들이 있다. Bill T. Arnold, 
“Babylon, OT”, The New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Katharine D. Sakenfeld et al. 
(Nashville: Abingdon Press, 2006), pp. 1:376~377; Caroline Waerzeggers, “The Babylonian 
Chronicles: Classification and Provenance”, Journal of Near Eastern Studies 71 No. 2 (October 
2012), pp. 285~298; Gordon J. Wenham, Genesis 1-15, eds. David A. Hubbard, Glenn W. 
Barker, & John D. W. Watts, vol. 1 (Waco, TX: Word Books, 1987), p. 223; .Joan Oates, 
Babylon, revised ed. (NY: Thames and Hudson, 1988), p. 60; Stephanie Dalley, “Babylon as 
a Name for Other Cities Including Nineveh”, Proceedings of the 51st Rencontre Assyriologique 
Internationale, Oriental Institute SAOC 62 (2005), pp. 25~33; idem, “Nineveh, Babylon and the 
Hanging Gardens: Cuneiform and Classical Sources Reconciled”, Iraq 56 (1994), pp. 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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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어로 KA.DINGIR.RA)이다. 이 말은 아카드어로 ‘신들의 문’이라는 뜻인

데, 도시 바벨론이 신들의 보호 아래 있고 신들 세계의 초입(初入), 또는 신

들이 출입하는 영광스러운 문이라는 의미이다. 즉 신들의 세계에서 인간들에

게 유익을 가져다주는 출입문으로 지상의 새로운 세상을 향한 기 와 희망의 

문이라는 것이다.18) 

수메르 문명의 복원을 기치로 일어난 바벨론의 종교도 후 에까지 큰 영

향을 미쳤다. 일례로 수메르의 사랑과 전쟁의 여신을 이난나(Inanna)라 하는

데 이 신은 하늘의 여왕으로 신전에서의 제사는 다산과 풍요를 위한 성혼(聖

婚, hieros gamos, sacred marriage)이라 불리는 성(sex)이 포함된 제의가 이

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난나는 후 의 아카드어로 이쉬타르(Ishtar, 

성과 전쟁의 여신)로 불리어졌는데 이 여신이 가나안 종교의 아스타르데

(Astarte), 성서의 아스다롯(Ashtaroth)으로 발전하여 북왕국 이스라엘 패망

의 기초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 종교에 심 한 결과를 가져왔다(왕상 

11:5,33; 16:29; 왕하 11:5,33; 23:13). 또한 그리스의 아프로디테(Aphrodite) 

및 로마의 비너스(Venus) 신 등으로 발전했다.19) 

또한 바벨론의 마르둑을 숭배하는 신전을 지구랏(Ziggurat, 신전고탑[(神殿

高塔])이라 불렀는데, 가장 큰 지구랏은 바벨론의 에사길라(Esagila) 신전 경

내에 있던 에테메난키(Etemenanki)이다. 에테메난키의 의미는 ‘하늘과 땅의 

기초’라는 뜻으로 바벨론이 하늘과 땅을 연합하는 ‘축(axis)’이라는 것이다. 

바벨론인들에게 그것은 마치 배꼽(omphalos)처럼 세계의 기원과 중심으로 

여겨졌다.20) 이러한 바벨론의 위상은 후  바벨론이 외세에 의해 함락되고 

18) 유사 모티브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의 벧엘(Bethel)이란 성서의 지명에서 드러난다. 야곱이 절망과 

공포 속에서 하늘까지 연결되는 사다리를 보고, 신적 도움과 보호를 경험을 한 뒤 “이는 하나님 

전이요 하늘의 문(gate of heaven)”이라고 고백했다(창 28:17). Marc van de Mieroop, “Reading 
Babylon”, American Journal of Archaeology 107 No. 2 (Apr., 2003), pp. 263~265. 

19) Rivkah Harris, “Inanna-Ishtar as Paradox and a Coincidence of Opposites”, History of 
Religions 30 No. 3 (Feb, 1991), pp. 261~278; Joseph Campbell, The Masks of God: Occidental 
Mythology (NY: Penguin Books, 1976), p. 70; Miroslav Marcovich, “From Ishtar to 
Aphrodite”, Journal of Aesthetic Education 30 No 2, Special Issue: Distinguished Humanities 
Lectures II (Summer, 1996), pp. 43~59.

20) Dietz Otto Edzard, Geschichte Mesopotamiens: von den Sumerern bis zu Alexander d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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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되었을 때 엄청난 충격을 주었음을 다수의 자료들에서도 보여진다.21) 

함무라비 법에 나타난 바벨론의 위상은 수메르의 3  신들(Sumerian 

triad)인 하늘의 신 아누(Anu/ An), 기의 신 엔릴(Enlil) 그리고 물의 신인 

에아(Ea)에 의해 선언된 지상 최고의 존엄한 도시이며, 함무라비 왕권의 영

원한 권좌(權座)이다(LH 전문 i 1-26). ‘신들의 문’이라는 바벨론의 위상은 

신들의 보호 하에 세상의 이상을 나타낸다. 메소포타미아에서 바벨론의 중심

성과 정통성은 바벨론이 천상과 지상의 ‘핵’(linchpin)이라는 것이다. 

고 근동의 문헌들은 상당 부분 허구적인 신화와 사실적인 역사가 혼재되

어 있다.22) 그러나 고  문헌들 중 비교적 사실적인 것에 집중된 자료들이 

Grossen (Munchen: Verlag C. H. Beck, 2004), p. 121; Frank A. Spina, “Babel”, ABD, pp. 
1:561~563; D. J. Wiseman, “Babylon”,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aedia, ed. James 
Orr (Chicago: The Howard-Severance Company, 1915), pp. 1:385; Wayne Horowitz, “The 
Babylonian Map of the World”, Iraq (1988): pp. 147~165; 이종록, 인간의 역사歷史, 하나님의 

역사役事(프리팅아카데미, 2008), 200~201면.
21) 신앗시리아 제국의 산헤립(Sennacherib, 705~681 BC)이 므로닥발라단(Merodach Baladan/ 

Marduk-apal-iddina II, c. 721-709, 703-702 BC, 사 39:1)의 반앗시리아 봉기를 막으려고 수차 

시도했지만 실패하자, 기원전 689년 므로닥발라단의 기반인 바벨론을 처참히 파괴했다. 당  메소

포타미아 문명의 요람이자 상징인 바벨론을 훼파한 것에 한 원성이 너무 크고 그 불경에 한 

두려운 불길한 운명 예감이 널리 퍼져 있었다. 심지어 산헤립의 아들 에살핫돈은 바벨론의 재건을 

정책의 우선과제로 삼고, 고 근동에서 도시에 한 신들의 떠남과 회복의 기간인 신(神)의 숫자 

70년을 바벨론의 수호신인 마르둑이 분노해서 그 도시를 70년간 떠남으로 그것이 황폐하게 되었다

고 했다. 에살핫돈은 마르둑이 70이라는 숫자의 설형문자(𐎂𐎓)를 뒤집어서 11(𐎓𐎂)로 만들었다. 즉 

70년의 도시 황폐가 11년으로 축소되어 운명이 바뀌었다는 식의 미신적으로 해석했다. 마치 로마

자 11인 XI의 표기를 순서를 바꾸면 IX가 되어 9가 되는 숫자놀음처럼 에살핫돈은 70년의 바벨론 

도시 폐허 기간이 11년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면서까지 바벨론을 재건했다. 후 의 신바빌로니아 제

국의 창시자인 나보폴랏살(Nabopolassar, 625-605 BC)이 수도 앗수르를 함락시킨 것도 산헤립의 

바벨론 멸망에 한 의로운 보응으로, 심지어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마지막 왕인 나보니두스

(Nabonidus, 556-539 BC)도 산헤립이 암살당한 것을 바벨론 함락에 한 신들의 보응으로 보았

다. Sarah C. Melville, “Babylon A-G: Esarhaddon’s Reconstruction of Babylon”, in The Ancient 
Near East, 354; William W. Halo, “Esarhaddon (2.120)”, in COS, p. II:306; Erle Leichty, 
“Esarhaddon, King of Assyria”, in COS, pp. I:950-952; ANET, p. 309; Mordechai Cogan, 
“Sennacherib and the Angry Gods of Babylon and Israel”, Israel Exploration Journal 59 No. 
2 (2009), pp. 164-174; Barbara Nevling Porter, “Politics and Public Relations Campaigns in 
Ancient Assyria: King Esarhaddon and Babylonia”,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140 No 2 (Jun., 1996), pp. 164~174.

22) 고 근동의 문헌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우주론(cosmology), 고문서 및 서사시(archives and 
epics), 언약과 조약(covenants and treaties), 역사문서(historical literature), 찬미와 기도 및 주술문

서(hymns, prayers and incantations), 지혜문학(wisdom literature), 예언문헌(prophetic literature), 
묵시문학(apocalyptic literature) 등이 있다. John H. Walton, Ancient Israelite Literature in its 
Cultural Context (Grand Rapids, MI: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0), pp. 6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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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문서들인데, 함무라비 법은 고 근동에서 인간 삶의 안녕과 질서를 위한 

최상의 언어 표현들 중의 하나이다. 바벨론은 함무라비 법이 지향하는 함무

라비의 통치와 법치의 모델이다.23) 

Ⅲ. 바벨론의 종교 

1. 바벨론의 종교성

함무라비 법의 바벨론은 종교 위에 세워진 신성정체(神聖政體, theocracy)

를 보여준다. 함무라비 법은 전문과 법조문 그리고 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함무라비 법의 법조문은 고  농경사회의 정의 구현을 위한 일반적 원칙들을 

가족, 상속, 재산, 노예, 채무 등의 민법과 살인, 강간, 절도, 위증 및 폭행 

등 형법 영역에서 골고루 망라한다.24) 반면, 함무라비 법의 전문과 결문은 

바벨론의 종교적 정체성과 정의의 신 샤마시(Shamash, 태양신, 수메르의 우

투[Utu])의 신적 입법성을 나타낸다. 함무라비 법은 오늘날의 법처럼 체계적

이거나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고 법들 가운데서는 비교

적 포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판례를 모은 법모음집(law collections)이다.25) 

23) van de Mieroop, “Reading Babylon”, p. 263. 참고: David Damrosch, “World Literature as 
Alternative Discourse”, Neohelicon 38.2 (Dec 2011), pp. 307~317; Benjamin R. Foster, Before 
the Muses: an Anthology of Akkadian Literature (Potomac, MD: CDL Press, 1996), p. 382; 
John Pairman Brown, “From Divine Kingship to Dispersal of Power in the Mediterranean 
City-State”, Zeitschrift fu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105.1 (Jan 1, 1993), p. 62; Einar 
Haugen, “The Curse of Babel”, Daedalus 102 No 3, Language as a Human Problem (Summer, 
1973), pp. 47~57.

24) 이종근, 메소포타미아 법의 도덕성과 종교, 120면; Cheryl B. Anderson, “Code of Hammurabi”, 
The New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eds. Katharine Door Sakenfeld et al (Nashville: 
Abindon Press, 2007), p. 2:729.

25) 법모음집의 근거는 함무라비 법의 전문과 결문 전체가 신들과 관련된 신화적 요소로 되어 있고, 
증거부재 시 강물에 던져 신의 판단을 구하는 신판(神判, judicial ordeal)이나 신 앞에 선서 등을 

인정받은 점 등 원시적 증거에 의존한다. 또한 내용 중 관공서나 국가에 한 조문은 전무하는 등

은 오늘날의 법의 개념과는 다른 면모가 있다. 이런 시 적 한계가 있지만, 함무라비 법 전체는 

판결이나 일상사의 사례들을 모은 성격이 짙은 법모음집이다. 오늘날의 법의 개념과 차이가 있다. 
Roth, “The Law Collection of King Hammurabi: Toward an Understanding of Codific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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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의 성격은 실증법 및 계도적(admonitory) 혹은 왕위 변명서(royal apologia)

의 성격도 있다.26) 

함무라비 법의 전문과 결문에는 아누, 엔릴, 닌릴, 에아, 샤마시, 신(Sin, 

달의 신[月神], 우르와 하란의 주신), 아다드(Adad, 바람의 신), 자바바

(Zababa, 전쟁의 신, 키시의 주신), 이쉬타르, 네르갈(Nergal, 지하신), 닌투

(Nintu, 모신[母神]) 등 무려 40여 신들과 신전들, 그리고 20여개 도시국가들

이 언급된다. 이들 모두는 수도 바벨론을 중심으로, 그리고 도시의 수호신인 

마르둑의 위상을 높이고 함무라비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방식으로 배열되었

다(LH 전문 i 1-26).27)

함무라비는 다민족과 다종교로 구성된 도시국가들을 정복하고 그 도시들

을 위한 그의 치적을 나열할 때 그가 지원한 신전과 신들에 한 그의 헌신

을 언급했다. 그는 신전들이나 신들과의 관계, 그들을 향한 그의 선정, 복리

민복의 업적들을 열거했다.28) 일례로 함무라비 법의 전문에서 바벨론 다음

Text,” pp. 8~31; Versteeg, Early Mesopotamian Law, pp. 13~18; Walton, Ancient Near Eastern 
Thought and the Old Testament, pp. 287~291; 안성조, 현  형법학, 이론과 방법(경인문화사, 
2011.9), 7~8면.

26) 법의 성격에 한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실제 판례에 상관없는 서기관 학당의 작품(Krause, Bottero), 
왕위 변명서(Finkelstein) 및 실제의 관습이나 판례집(Hasse, Boecker)이라는 등의 의견이 있다. 그
러나 함무라비 법조문 전체가 조건절과 결과절로 구성된 점 등은 실제의 판례집의 성격에 무게가 

실린다. F. R. Kraus, “Ein zentrales Problem des altmesopotamishen Rechts: Was ist der Codex 
Hammu-rabi?” Genava 8 (1960), pp. 238~296; R. Hasse, Einführung in das Studium 
keilschriftlicher Rechtsquellen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65), pp. 22~30; J. Bottero, 
“The Code of Hammurabi,” in Mesopotamia: Writing, Reasoning, and the Gods, trans. Z. 
Bahrani and M. van de Meiroop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pp. 156~184; 
H. J. Boecker, Law and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in the Old Testament and Ancient East, 
trans. Jeremy Moiser (Minneapolis: Augsburg Pub. House, 1980), p. 77; J. J. Finkelstein, The 
Ox That Gored (Philadelphia, 1981), p. 35; 이종근, 메소포타미아 법의 도덕성과 종교, 118~ 
120면; 안성조, 현  형법학, 이론과 방법, 13~16면.

27) 모든 도시들이 바벨론과 마르둑과의 관계에 따라 네 그룹으로 분류한다. Roth, “Mesopotamian 
Legal Traditions and Laws of Hammurabi”, pp. 18~19; Van De Mieroop, King Kammurabi 
of Babylon, pp. 123~124. 

28) 함무라비 법에 열거된 여러 신전과 신들 및 그들이 수호신으로 있던 도시들은 다음과 같다. 에쿠르

(Ekur, 닙푸르의 엔릴 신전), 에압주(Eabzu, 에리두의 에아/엔키 신전), 에사길(Esagil, 바벨론의 마

르둑 신전), 에기쉬누갈(Egishnugal, 우르의 신 신전), 에밥바르(Ebabbar, 십파르와 라르사의 샤

마시와 아자 신전), 에안나(Eanna, 우룩의 이쉬타르 신전), 에갈마(Egalmah, 이신의 굴라 신전), 
에메트르삭(Emeteursag, 키시의 자바바 신전), 후르삭칼람마Hursagkalamma, 키시의 이쉬타르 신

전), 에메슬람(Emeslam, 쿠투와 마쉬칸-샤피르의 엘라 신전), 에지다(Ezida. 보르십파의 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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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열거된 메소포타미아의 종교도시인 닙푸르에 한 언급은 다음과 같다. 

그 당시 아누 신과 엔닐 신은 백성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나를 나의 이름으로 

지명하여 불렀다... 나는 엔닐 신으로 선택된 목자인 함무라비이다. 그는 부(富)를 

높이 쌓았고 하늘과 땅의 띠(band)로 알려져 있는 닙푸르 도시를 위해 모든 가능

한 일을 하였으며 에쿠르(Ekur) 신전의 경건한 공급자였다(LH 전문 i 27-49, 

i 50-62). 

함무라비는 닙푸르의 최고신인 엔릴에 의해 백성들의 복리를 위해 왕으로 

선택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는 그가 메소포타미아 종교 수도로서 닙푸르

의 부를 높이 쌓았다고 자신의 공적을 말한다. 그 도시는 천상의 신계(神界)

와 지상의 질서를 연결하는 띠로서 메소포타미아의 수도라는 것이다. 이것은 

종교도시 닙푸르가 수메르 시 (c. 2300 BC 이전)에는 주도권을 가진 최고 

도시로 여겨졌지만, 주도권이 닙푸르에서 고바빌로니아 제국의 바벨론으로 

넘어간 뒤에는 바벨론이 세상의 중심으로 불리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

다. 이는 바벨론이 메소포타미아의 패권을 잡기 이전 시 의 닙푸르의 위상

을 가늠하게 한다. 함무라비는 닙푸르의 엔릴 신의 신전인 에쿠르의 제사와 

의례를 위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한 공급자(provider)라고 자신을 밝히면서도 

자신의 치적을 언급한다. 

함무라비 법의 전문에서 이런 방식으로 그는 각 도시들의 신과 신전, 그

들과의 관계와 자신의 공적들을 배열하고, 결문에서는 여러 신들이 그에게 

부여한 무력, 지혜 그리고 힘으로 메소포타미아를 평정했다고 기록했다. 

“자바바 신과 이쉬타르 신들이 나에게 준 무기들과 에아 신이 나에게 할당

투투 신전), 에닌누(Eninnu, 길수의 닌길수 신전), 유드갈갈(Eudgalgal, 칼카라의 아다드 신전), 
에마(Emah, 닌마 여신의 신전), 율마시(Eulmash, 아카드의 이쉬타르 신전), 에메스메스(Emesmes, 
니느웨의 이쉬타르 신전). 이 외에도 많은 도시들의 신전들도 지원했다. 이종근, 메소포타미아 

법사상, 106면; Roth, Law Collections from Mesopotamia and Asia Minor, pp. 267~273; 
Manfred Lurker, Routledge Dictionary of Gods and Goddesses, Devils and Demons (NY: 
Routledge, 1987); Arthur Cotterell, The Macmillan Illustrated Encyclopedia of Myths & 
Legends (NY: Macmillan Pub. Co.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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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혜로써, 마르둑 신이 나에게 준 힘으로 나는 모든 곳의 원수들을 쳐부

수었고 나는 전쟁을 종식시켰다”(LH 결문 xlvii 9-58). 그는 여러 나라들을 

‘맹습’하여 바벨론에 굴복시키고 합병하며, 바벨론의 명성을 높이고 마르둑

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면서 그의 업적의 신본주의(神本主義)를 강조했다

(LH 전문 ii 2-12). 결과적으로 도시국가 바벨론의 높아진 위상도 마르둑과 

신들의 은총으로 인한 것임을 밝힌다. 물론 당 의 메소포타미아는 “스스로 

힘센 왕이 없”던 제 세력의 격전장이었지만,29) 함무라비는 잔인한 무력으

로 공격하고, 힘이 약할 때는 역량을 규합하고 유리할 때를 기다리는 인내

와 외교력을 동원한 근교원공(近郊遠征) 전략으로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제

압했다.30) 내적으로는 복리를 실현함으로 백성들의 신임과 지지를 견고

히 했다(LH 전문 i 27-49; 결문 xlvii 9-58, xlvii 79-xlviii 2, xlviii 20-38, 

xlviii 59-94).31) 

이러한 함무라비의 삶을 연 별로 정리한 함무라비 연 기는 다음과 같

다.32)

29) G. Dossin, “Les archives epistolaires du Palais de Mari”, Syria 19 (1938), p. 117, quoted in 
Oates, Babylon, p. 61; H. W. F. Saggs, Everyday Life in Babylonia & Assyria (NY: Dorset 
Press, 1987), p. 38.

30) 함무라비와 경쟁했던 도시국가들은 북부 앗시리아의 샴시-아다드 1세(Shamshi-Adad I, c. 1813- 
1781 BC), 남부 수메르 지역의 라르사의 림신, 유프라테스 강 북부의 마리(Mari)의 짐리-림

(Zimri-Lim), 티그리스 강 동부의 에쉬눈나와 엘람(Elam) 등이었다. 이종근, 메소포타미아 법의 

도덕성과 종교, 116~117면; Frans van Koppen, “Miscellaneous Old Babylonian Period 
Documents: The Year Names of Hammurabi (date list K)”, in The Ancient Near East: 
Historical Sources in Translation, Mark ed. W. Chavalas (Malden, MA: Blackwell Publishing, 
2006), pp. 107~111; Martha Roth, “The Laws of Hammurabi (2.131)”, in COS, pp. 
I:335~336; Jack M. Sasson, “King Hammurabi of Babylon”, in Civilizations of the Ancient 
Near East, eds. J. M. Sasson et al. (NY: Charles Scribner’s Sons, 1995), pp. I:905~907; Marcel 
Sigrist and Peter Damerow, Mesopotamian Year Names: Neo-Sumerian and Old Babylonian 
Date Formula. Cuneiform Digital Library Initiative, 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 and 
Max Planck Institute for History of Science. 

31) A. Kirk Grayson, “History of Mesopotamia” (Babylonia), ABD, pp. 4:760~761; 조신광, ｢함무라

비의 편지들｣, 전북사학 21․22(1999.12), 488면.
32) 이 부분은 이종근, 앞의 책, 115~117면을 전재(全載)한 것이다. 



특징 연도(c.) 재위 연도명 내용 ANET

왕 1792 1 함무라비
Kish, Sippar, Borsippa 등 

10-15왕들이 그를 따름.

왕 1791 2 정의를 세움 강제노동 면제 미샤룸 선포

신 1790 3 바벨론의 난나 보좌 난나 신단

신전 1789 4 수도원의 벽을 쌓음 Isziramah 가기아 성벽

신 1788 5 주: 하늘과 땅의 결정자 신상 엔카 건축

1787 6 닌피릭(Ninpirig) 라즈 여신 건축

도시 1786 7 Isin과 Uruk 정복 Larsa 지배하의 도시들

운하
관개

1785 8
Shumudar 강둑 위의 
나라

에무트발-운하 에무트발-운하

운하
관개

1784 9 함무라비 강 운하 Hammurabi-hegal

운하
관개

1783 10 함무라비 부요의 강 운하. 말기움 정복 말기아 군  패배

도시
정복

1782 11 Malgium 정복 말기움 Rapiqum, Shalibi

신 1781 12 Zarpanitum 보좌 재위 12-29년 평화 시기 Zarpanit 여신단

왕 1780 13 왕의 보좌 제단 구리 신상

신 1779 14 바벨론의 이난나 보좌
거 한, 금은, 눈은 라피스라줄리 
보석 장식, 마차를 화려하게 만듦

바벨론 Inanna 신단

신 1778 15 일곱 신상 여섯 신상. 십파르 에밥바르 신상 일곱 신상

신 1777 16 나비움의 보좌 나부 신당 느보 신단

신 1776 17
북부 정복: 일립의 
이난나

삼시아다드 죽임 Inanna여신상

신 1775 18 엔릴의 상단 바벨론의 엔릴 신좌

성벽 1774 19 Igihursaga 거  성벽 Igihursaga 성벽

신 1773 20 아다드 보좌 아다드 연회를 위한 보좌 Meri, Adad 보좌

성벽 1772 21 바벨론 성벽 이발-피-엘 죽임 Bazu성벽

신 1771 22 함무라비 신상 미샤룸: 정의의 왕 함무라비 신상--정의

성벽 1770 23 십파르 성벽 십파르 성벽

운하
관개

1769 24
Tilimda-엔릴 강과 
유프라테스 강 운하

엔릴 신전을 위한 운하

성벽 1768 25 십파르 성벽 십파르 성벽

신 1767 26 큰 상좌 아다드, 아자의 샤마시 상좌 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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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발

/신
1766 27 거  깃발

위 한 신들을 위해 전쟁에 
앞서감

깃발 건축. 전쟁 깃발 만든 
해

도시

/신
1765 28 Enamhe 충만의 집 바벨론의 아다드 신전 아다드 신전 

신 1764 29 샬라의 신상 샬라여신상

도시 1763 30 북동부 정복: 엘람 정복
에쉬눈나, 슈바르툼, 구티움, 
말기움

샬라여신상

도시

/신
1762 31

라르사 정복: 
야무트발룸 정복

안과 엔릴의 확신으로 진군. 
에무트바알, 마리와 에쉬는나 
동맹

수메르와 아카드 왕

도시 1761 32 에쉬눈나 정복
에쉬눈나, 슈바르툼, 구티움, 
만키숨

에쉬눈, 수바르툼, 구티움

운하
관개

1760 33
마리 정복: 함무라비 
부요의 강

닙푸르, 에리두, 우르, 라르사, 
우룩, 이신, 마리, 말기움, 
수바르툼 정복

닙푸르, 에리두, 우르, 
라르사, 우룩, 이신,
마리 패배, 수바르툼 화친

신/
신전

1759 34 안, 이난나, 나나야 Eturkalama 신전 회복 아누, 이난나, 나나

신 1758 35 안, 이난나, 나나야 마리와 말기움 성벽 파괴 마리, 말기야 성벽파괴

도시 1767 36 에메트르삭 정복 자바바, 이난나 에메트르삭, 자바바, 이난나

도시 1756 37 북부 정복: 들 정복
투룩크인들, 카크뭄, 슈바르툼, 
구티움

마르둑의 명, 투룩쿠, 카무

운하
관개

1755 38 에쉬눈나 강 에쉬눈나 성벽 복구, 큰물
안, 엔릴의 명령 
에쉬눈나를 물로 멸망시킴

도시
정복

1754 39 원수 전체 정복
엔릴의 힘으로 쿠타와 슈바르툼 
전체

수바르툼

1753 40 에메스람
에메스람의 신전의 머리를 
산처럼 들어올림

에메슬람

1752 41 타쉬메툼 타시메툼 여신 기도응답

성벽 1751 42 카-샤마시 성벽 티그리스 강변 성벽 쌓음
타시메툼, 티그리스 성벽, 
라피쿠 성벽

성벽 1750 43 십파르 성벽을 쌓음 십파르 성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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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함무라비 연 기의 재위 연 는 그 해의 특기할만한 사건이나 이름

을 중심으로 기술한 에포님 리스트(eponym/ limmu lists)이다. 특징적인 것

은 그의 재위 43년의 기간 중 무려 26년간의 표적 활동이 바벨론(4회 언

급, 재위 3,14,21,28년)이나 다른 도시국가들의 신전, 신, 신의 제단/ 신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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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을 언급했다.33) 이는 그의 치세의 정책적 집중이 모두 종교와 관련된 

것임을 보여준다. 재위 3년(c. 1790 BC)에 바벨론의 주신 마르둑34)의 휘하

에 바벨론에서 숭배되었던 수메르의 달의 신(月神)인 난나(Nanna, 아카드의 

신[Sin]) 신단을 봉헌하고, 재위 14년(c. 1779 BC)엔 바벨론에서 난나 신의 

딸인 여신 이난나를 위해 거 한 금은보석으로 장식한 신단을 만들었다. 그

리고 재위 17년엔 북부 지역 정복에 나서 일립(Ilip)의 이난나 신상을 세우고, 

재위 34년에서 35년, 그리고 36년의 연속 3년 동안 이난나 여신과 다른 신들

인 안, 나나야(Nanaya) 및 자바바 신들을 위한 치적이 언급될 정도로 신들의 

이름들이 그의 연도명이였다. 재위 21년(c. 1772 BC)에는 바벨론의 유명한 

성벽을 재건하는 등의 방식으로 연 를 기술했다.35) 

이러한 바벨론의 종교성은 함무라비의 영광을 재현하려고 시도했던 략 

일천 년 후의 신바빌로니아 제국에서도 동일한 수도였던 바벨론의 현황에서

도 그 로 드러난다. 특히 바벨론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느브갓네살(c. 605-562 BC) 치하의 설형문자 자료에도 그 도시의 종교성이 

잘 나타나 있다. 바벨론은 기원전 1천년기(millennium)부터 로마 제국 시

까지 고 근동에서 제일 큰 도시였다.36) 고 세계의 7  경이(驚異)의 하나

인 공중공원(Hanging Garden)을 위시하여 다양한 신들의 53개 신전(temples), 

신전보다 작은 955개의 성소(sanctuaries), 그리고 384개의 거리 제단(altars)

이 있었다. 이런 종교성의 위용은 앗시리아 제국의 수도 아슈르(Asshur)에는 

모든 것을 합쳐 53개의 신전과 성소가 있던 것과는 현저히 비된다.37) 

33) 함무라비의 종교적 정책 집중은 재위 3-6.12-18,20,24,26-31,34-36.38-41년의 연도명이나 그해

의 표적 치적, 그리고 함무라비에 한 유사 내용의 기록인 ANET의 기술에도 그의 주요 활동이 

신전, 신, 신단, 혹은 신상 등을 위한 종교적 치적을 나열한다.
34) 마르둑은 하늘의 신 에아 혹은 엔키의 아들이고 배우자는 자르파니투(Zarpanitu), 그의 아들은 

나부(Nabu, 학문과 저술의 신)이다(사 46:1). ｢에누마 엘리시｣에서는 사람, 식물과 짐승을 창조하

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만들었다고 했다. 성서에서 주(Lord)란 의미의 벨(Bel)로 나타

난다(사 46:1; 렘 50:2; 51:44). Leick, Historical Dictionary of Mesopotamia, p. 194.
35) 함무라비 법의 제정 연 는 말년경(재위 39년 이후)으로 본다. 그는 오랜 전쟁으로 훼파된 도시들

과 신전들 및 운하들의 복구, 소개된 유랑민들의 정착, 셈족과 비셈족 간의 통합을 시도했다. 수메

르어와 아카드어를 공용으로 인정하는 등의 조치도 취했다. 이종근, 앞의 책, 117~118면 각주

36) van de Mieroop, “Reading Babylon”, p. 260.
37) E. Ebeling, Keilschrifttexte aus Assur religisen inhalts, Part I, No 8 (Leipzig, 1915); Francis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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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벨론은 신성도시(神聖都市)이며 바벨론의 종교는 마르둑 최상권 하의 

다종교 통합이다. 함무라비 법의 전문과 전체가 신들 및 신전들과 관련된 내

용이고, 결문도 거의 전체가 전문과 같다. 또한 략 282개 법조문에서도 신

과 관련된 것이 많이 드러난다. 재산권, 노예해방, 이익분배, 영업활동 중 강

도로 인한 피해 등 여러 사례들에 한 판단은 신 앞에 선서나 맹세로 진실

성을 인정하거나(LH ¶ 9,19-20,103.106-107...), 유죄 판단의 근거로 증거

나 증인이 없는 경우 당사자를 물에 던져 넣어 판단하는 신판(神判)/ 강물 

시죄법([試罪法]/ Divine River Ordeal) 등은 법의 종교성을 확연히 나타낸

다(LH ¶¶ 2,108,128-132,133b, 143,155).38) 함무라비 법은 바벨론의 종교

성 위에 세워져 있다.39) 

2. 법과 종교

종교(宗敎)란 사람에게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며, 정신과 의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종교의 어원(religare in Latin)처럼 ‘으뜸되는 가르침’으로 신(神), 민

족과 국가, 개인 간의 신뢰 관계를 형성해 준다.40) 함무라비 석주(石柱)는 

높이 2.25m, 둘레 2m의 거 한 크기의 화강암의 돌비이다. 함무라비 법은 

함무라비 석주의 1/3에 해당하는 상단 부조(浮彫)에 새겨진 샤마시 신으로부

터 기인된다(LH 전문 i 27-49; 결문 xlvii 79-xlviii 2). 샤마시 신이 여러 

겹의 주름옷을 입고 여러 뿔 왕관을 쓴 채 어깨로부터 불꽃이 나오는 모습으

Nichol et al. eds. The Seventh-day Adventist Bible Commentary, rev. (Washington: Review and 
Herald, 1976-1980), p. 4:797; Gerhard Pfandl, Daniel: the Seer of Babylon (Hagerstown, Md.: 
Review and Herald, 2004), p. 39. 바벨론의 발굴, 성벽 및 크기에 관한 참고: Bienkowski and 
Millard, Dictionary of the Ancient Near East, pp. 42~43; Watson, “Babylon”, ABD, pp. 
1:563~566; Leick, Historical Dictionary of Mesopotamia, pp. 29~30; Philip S Alexander, 
“Jerusalem as the Omphalos of the World: On the History of a Geographical Concept”, Judaism 
46 No.2 (1997), pp. 147~158; P. W. Kuchel, “Ancient Omphalos at Delphi: Geometrically a 
Space-Inverting Anamorphoscope,“ Archaeometry 53 No.2 (2011), pp. 387~395. 

38) 최종고, ｢법과 종교｣, 기독교사상 14.10(1970), 86~91면.
39) 이종근, ｢함무라비 법의 종교성｣, 157~187면.
40) 제해종, 쉽게 읽는 세계종교(삼육 학교출판부, 1913), 16~17면; John Ayto, Dictionary of 

Word Origins: The Histories of Over 8,000 Words (NY: Arcade Publishing, 1993), p.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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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오른편 보좌에 좌정하고 있다. 정의의 신 샤마시가 왕권의 상징인 막 자

와 줄자(법과 정의 상징)을 오른손에 잡고 왼편에서 오른손을 들고 신 앞에 

숭경의 모습으로 선 함무라비에게 전하고 있다.41) 여기서 함무라비 법이 신

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법(法)이란 한자의 ‘삼수변(氵)’에 ‘물리칠 거(去)’ 자로 이루어져 있는 것

처럼 항상 공평하고 자연스럽게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특성이 있다. 물처럼 

순리를 따라 원칙, 상식, 판단력을 지키고 악을 제거하는 의미가 있다. 법률

과 사회제도가 물과 같이 공평하고 공명정 하게 유지되도록 한다는 것이

다.42) 함무라비 법의 근거, 법원(法源)은 신(神)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정의

의 신 샤마시에게 나왔다.43) 종교의 본질은 아카드어의 키툼(kittum, 공평)

과 미샤룸(mīšarum, 정의/ 공의)인데, 두 낱말을 하나로 표현할 때(중언법/ 

이사일어[二詞一意], hendiadys)는 미샤룸이라 한다. 키툼과 미샤룸(kittum u 

mišarum, 헬라어의 nomos and ethos)은 다양하게 번역하지만, 체적으로 

공평과 정의, 법/ 진리와 정의로 표현되는데, 줄여서 공의로 표현된다. 공평

(키툼, 히브리어의 mišpāṭ)은 법으로도 쓰이는데 규법이나 원칙을 따라 바르

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고, 정의/ 공의(미샤룸, 히브리어의 ṣědāqāh)는 법

을 따르고 약자보호를 의미한다.44) 미샤룸은 모든 법과 제도의 목적이며, 우

주와 세상 질서의 토 이다.45) 

41) 이종근, 메소포타미아 법의 도덕성과 종교, 표지 설명; M. Mindlin, M. J. Geller and J. E. 
Wansbrough, Figurative Language in the Ancient Near East (London: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University of London, 1987), p. 4; James B. Pritchard, The Ancient Near East 
in Picture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4), p. 310.

42) 이종근, ｢고레스 신탁과 고레스 실린더｣, 구약논단 19권 2호(2013.6.30.), 154~155면.
43) 메소포타미아에서는 공평(법)은 신들의 선물로 여겨졌다. 함무라비 법의 샤마시 외에도 다른 문헌

들에서는 신(Sin), 닌갈(Ningal), 닌투라(Nintura), 여신 이쉬타르, 엔릴 등이 공평과 관련되어 있다. 
Versteeg, Early Mesopotamian Law, pp. 44-45. 

44) Russ Versteeg, Law in the Ancient Near East (Durham: Carolina Academic Press, 2002), p. 
20~21; R. Westbrook, “Mesopotamia: Old Babylonian Period”, ed. R. Westbrook, A History 
of Ancient Near Eastern Law, Vol. 1. (Leiden: Brill, 2003), pp. 363~365; Moshe Weinfeld, “
“Justice and Righteousness” mshpt wtsdqh the Expression and its Meaning”, Justice and 
Righteousness (Sheffield, Eng: JSOT Press, 1992), pp. 228~246; Stephen C. Hicks. 
“Comparative Law in Ancient Times: The Legal Process”,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Supp. 34 (1986): p. 81. 함무라비 법에서 법과 정의의 조치인 미샤룸에 해서는 별도 논의

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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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무라비 법에서 그는 “왕이 그의 나라에 정의를 세웠다(šarrum mīšaram 

ina mātim iškum)”(LH 전문 v 14-24)고 선포했다. 그는 아누 신과 엔릴 신의 

소명으로 백성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으로 선택되어(LH 전문 i 27-49), 수

많은 선정을 베풀고 약자를 보호하며 백성의 복리를 증 시키고 정의를 세웠

다고 주장했다(LH 결문 xlvii 1-8; xlviii 20-38; xlviii 59-94; xlviii 95-xlix 

17). 미샤룸의 내용에는 채무나 세금 및 노예해방 등을 다루었지만, 여러 법의 

조치들과는 달리 한시적으로 미샤룸을 선포한 때의 빚이나 채무 탕감 등의 

제한적 조치였다. 왜곡된 관행과 질서를 공정하게 만드는 한시적 조치들이 

포함된다. 미샤룸은 개 왕위 등극 시나 초기, 또는 재임 중 몇 차례에 걸쳐 

이 칙령을 선포했다. 개 이전의 통치자들에 의해 야기된 여러 문제들을 바

로 잡는 목적이었다. 표적 사례가 함무라비 왕의 현손(玄孫)인 고바빌로니

아 제국의 제10  왕인 암미사두카 왕(Ammisaduqa, c. 1646-1626 BC)의 

미샤룸 칙령이 있다,46) 이 미샤룸이 규범화 되고, 필사되어 뒤 이은 많은 법들

로 발전했다. 함무라비 법에서 법은 당  언어의 최고의 표현으로 신들에게 

속한 것이며 종교적 가치들 위에 세워져 있다. 함무라비 법은 노예해방과 약

자보호, 국리민복 및 정의의 가치를 지향한다. 

Ⅳ. 바벨론의 정체성

함무라비 법은 바벨론의 정신과 존재 이념 등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함무라비 법에 나타난 바벨론의 정체성은 메소포타미아의 

45) 이종근, ｢수메르 우루-이님기나 법과 히브리법의 사회정의 고찰｣, 구약논단 14권 2호(2008.6. 
30), 152~153면; Moshe Weinfeld, Social Justice in Ancient Israel and in the Ancient Near East 
(Minneapolis: Fortress Press/ Jerusalem: Magnes Press, 1995), p. 5. 

46) 이종근, 메소포타미아 법의 도덕성과 종교, 203~212면. 반면, 개르트너(Lorraine Gaertner)는 암

미사두카 칙령의 동기는 왕권신장과 권력기반 안정을 위한 것이지, 경제적 번영을 위한 것이 아니

라고 제안한다. 농업 생산을 증 하고, 감당할 수 없는 도시화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Lorraine Gaertner, “The Motives for the Mesarum Edict of King Ammiṣaduqa of the Old 
Babylonian Period: Ethics, Ego or Economics?”, Diss. Stellenbosch: University of Stellenbosch,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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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에 기반을 신들의 회의라는 협의체에서 결정된 법치에 기초되어 있

다.47) 이 법치는 천상의 신계와 지상의 도시국가 그리고 왕권을 총괄하는 

질서를 규명한다. 바벨론 종교는 바벨론의 신화와 신학으로 구성되어 가공적

인 신화와 사실적인 역사성이 혼재되어 있다. 함무라비 법의 신들의 회의에 

관한 장엄한 내용을 살펴보자.

아눈나쿠(Anunnaku) 신들의 왕이신 존엄한 아누 신과, 하늘과 땅의 주이시며 

땅의 운명들을 결정하는 엔릴 신과 에아 신이 모든 백성들에 한 최고의 권세를 

에아 신의 장자인 마르둑 신에게 할당하고 이기구(Igigu)48) 신들 사이에 그를 높

였으며 바벨론 도시를 존엄한 이름으로 명명하고 세계의 지역들에서 그것을 최고

로 만들고 바벨론 내에 그를 위하여 하늘과 땅에 걸맞은 영원한 왕권의 기초를 

확립했다. 그 당시 아누 신과 엔릴 신은 백성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나를 내 이

름으로 지명하여 불렀다. 충실한 왕자인 함무라비는 신들을 경외하고 정의가 나라

에서 넘치게 하였고 악한 자와 악을 없애고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압제하지 못하게 

하고 태양신 샤마시를 모든 인류 위에 올려놓았고 그 땅을 밝히도록 했다”(LH 

전문 i 1-26,27-49). 

47) Roth, Law Collections from Mesopotamia and Asia Minor, pp. 76~142; idem, “The Law 
Collection of King Hammurabi: Toward an Understanding of Codification and Text”, in La 
Codification des Lois dans l’Antiquite: Actes du Colloque de Strasbourg, pp. 27~29 Novembre 
1997, ed. Edmond Levy (Paris: De Boccard, 2000), pp. 8~31; W. W. Davies, The Codes of 
Hammurabi and Moses (Berkeley, CA: The Apocryphile Press, 2006), pp. 23~111; M. E. J. 
Richardson, Hammurabi’s Laws: Texts, Translation and Glossary (NY: T & T Clark 
International, 2004). 김영진, 율법과 법전, 47~54면.

48) 아눈나쿠는 하늘, 땅과 지하의 모든 신들을 포함하는 용어이다. 또는 만신전의 주요 신들의 협의체

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기구는 아눈나쿠와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아트라하시스 서사시

(Atrahasis Epic)｣에서는 아눈나쿠를 섬기는 젊은 신들의 협의체를 말한다. 이기구가 반역하자 인

간들의 창조로 체되었다. Gwendolyn Leick, A Dictionary of Ancient Near Eastern Mythology 
(NY: Routledge, 1998), pp. 85~86; Jeremy Black and Anthony Green, Gods, Demons and 
Symbols of Ancient Mesopotamia: An Illustrated Dictionary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1992), p.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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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에서 함무라비 법은 태고적부터 법치의 근간인 신들의 회의/ 천상회

의(divine council/ assembly of gods/ divine assembly)에 기초되어 있음을 

보여준다.49) 그 회의는 인간적 협의체를 넘어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 세계인 

영계의 질서들을 다 포함하는 아눈나쿠라고 불리는 하늘, 땅과 지하의 모든 

신들을 망라하는 우주적 협의체(cosmic council)이다. 이 신들의 회의가 메소

포타미아에서 주요 사건들에 한 최종 결정을 한다. ｢길가메시 서사시

(Gilgamesh Epic)｣에서 홍수를 보내는 결정이나 ｢아트라하시스 서사시｣ 에

선 인간 운명이 이 신들의 회의에서 결정되었다.50) 메소포타미아의 초기 시

 수메르의 신들의 회의는 닙푸르의 엔릴 신전에서, 또 유사한 성격의 우가

릿 문헌의 가나안의 신들의 회의는 엘의 거처에서 열렸다.51) 

신들의 회의는 천상의 최상권을 시 별로 특정 신에게 부여했다. 고  메

소포타미아의 신들의 계보인 만신전(pantheon)엔 3000-4000여 신들이 있었

는데, 각 도시국가들에는 수호신 격인 주신들과 그들의 배우자, 자녀들 및 

여러 신들의 계보로 구성되어 있었고 많은 신전들이 운영되었다. 이 신들의 

회의는 집단 회의체로 초기 수메르에서는 아누 신이 회의를 주재했고, 엔릴 

신은 행정 명령을 집행하는 집행관/ 사령관으로 주도적으로 활동했다. 어떤 

49) Diane E. Wirth, Parallels: Mesoamerican and Ancient Middle Eastern Traditions (St. George, 
UT: Stonecliff Pub., 2003), pp. 46~48; Victor P. Hamilton,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17 ; 
NICOT, ed. R. K. Harrison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 Co., 1986), pp. 208~209; 
Claus Westermann, Genesis, A Commentary, trans. John J. Sculion, repr. (Minneapolis: 
Augsburg Pub. House, 1987), pp. 272~273; Wenham, Genesis 1-15, p. 85; 배철현, ｢고  메소

포타미아의 신왕사상｣, 서양고 사연구 24(2009), 35~66면; 방석종, ｢고  중동과 구약 신화의 

관점에서 본 단군 신화의 해석｣, 단군학 연구 14(2006.6), 294~331면.
50) 조철수는 50 큰 신들이 신들의 회의를 구성하고, 그들 중 일곱 신이 운명을 결정한다고 설명한다. 

일곱 신들(dingir-nam-tar-ra 7-bi)은 안, 엔릴, 닌후르삭(Ninhursag, 모신), 엔키, 신(Sin), 우투, 
이난나이다. 조철수, 수메르 신화: 인류의 역사시 를 시작한 고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의 이야

기(서해문집, 2003), 38~39면; Thorkild Jacobsen, “Primitive Democracy in Ancient Mesopotamia”, 
in Toward the Image of Tammuz, ed. W. L. Mora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0), p. 404; idem, The Treasures of Darknes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6), 
pp. 170․185~189; ANET, p. 69. 

51) 바알의 산이 북방 산(Mt. Zaphon)이었고, 여기서 신들의 연회 등이 이루어졌다; Michael D. 
Coogan, Stories from Ancient Canaan (Louisville: Westminster Press, 1978), 93,120; Benjamin 
R. Foster, ｢Epic of Creation/ Enuma Elish｣, in Context of Scripture, pp. 1:395~396; E. 
Theodore Mullen, The Divine Council in Canaanite and Early Hebrew Literature (Missoula, 
MT: Scholars Press, 1980), pp. 128~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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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 정복당하거나 합병되어 멸망될 시 천상에서는 신들의 회의가 있었다. 

기원전 2100년경의 수메르의 우르 제3왕조 시 의 우르-남무 법에는 안과 

엔릴의 천상회의에서 우주적 왕권을 우르의 주신인 난나에게 부여했다(Laws 

of Ur-Nammu 전문 A i 31-42). 이후 이신 제1왕조(First Dynasty of Isin, 

c. 2017-1794) 시 에도 안과 엔릴이 왕권을 도시국가 이신의 여신인 니니

시나(Ninisina)에게 부여했다고 리피트-이쉬타르 법에서 선언했다(Laws of 

Lipit-Ishtar 전문 i 1-19). 이렇게 수메르의 우루-이님기나 법, 우르-남무 

법, 그리고 리피트-이쉬타르 법에 나오는 신들의 회의 모티브는 수메르 법전

승의 일부이며 함무라비 법에서 계승되었다.52) 

함무라비 법의 전문에 나오는 신들의 회의 요체는 세 단계의 주요 결정으

로 이루어졌다. 첫째, 특정 신에게 신들의 세계인 신계의 왕권을 위임하여 

신들 가운데서 다스리게 했다. 둘째, 우주적 왕권을 위임받은 신의 도시/ 거

처로 특정 도시국가를 선택했다. 이 도시국가가 지상의 주도권을 행사했다. 

셋째, 천상의 패권을 위임받은 최고신의 지상 리자로 특정인을 왕으로 선

택했다. 왕은 이렇게 신들로부터 소명을 받고 선택되어 그의 이름이 신들의 

회의에서 선포되고 왕권을 위임받았다. 왕은 진리와 정의를 세우고 복리를 

증 시켰다고 공포했다. 이렇게 고바빌로니아 제국 시 에 바벨론이 패권을 

잡았을 때에는 신들의 회의가 천상과 지상에 한 주도권을 바벨론의 수호신 

마르둑에게 할당하고 그의 도시로 바벨론을 선택했으며 마르둑의 리자로 

함무라비를 왕으로 선택했다.53) 

52) 성서에서 이 신들의 회의는 인간의 유익을 위한 모티브로 많이 제시된다(창 1:26; 3:22; 11:7; 
욥 1:6-12; 2:1-6; 왕상 22:19; 사 6:8; 단 7:9-10,13-14; 슥 6:13). 참고: Walton, Ancient 
Near Eastern Thought and the Old Testament, pp. 92~97; P. Miller, “Cosmology and World 
Order in the Old Testament: The Divine Council as Cosmic Political Symbol”, in Israelite 
Religion and Biblical Theology, JSOTS 267, repr.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0), 
p. 425.

53) 왕권신수설에 관한 참고; 김춘식, ｢왕권신수설과 天命思想의 비교연구｣, 한국정치학회보 30 
No.3(1996), 27~46면; 배철현, ｢고  메소포타미아의 신왕사상｣, 35~66면; Henry Frankfort, 
Kingship and the God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Samuel Greengus, “Legal 
and Social Institutions of Ancient Near East”, in Civilizations of the Ancient Near East, pp. 
470~471; Martha M. Roth, “Mesopotamian Legal Traditions and the Laws of Hammurabi”, 
Chicago-Kent Law Review 71 No 1 (1995),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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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위선전의 일종인 신들의 회의의 결정은 지상에서 치열한 전쟁이나 권력 

투쟁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거기에서 승리를 얻은 왕과 그가 섬기는 

수호신이 신들의 회의에서 천상과 지상의 패권을 위임받았다는 것이다. 바벨

론이 당  메소포타미아의 다른 도시국가들과의 경쟁에서 그들을 정복하고 

패권국으로 부상(浮上)한 것은 바로 신들의 회의에서 바벨론과 그 주신인 마

르둑에게 주도권이 위임된 것으로 투영된다. 또 다른 의미로 함무라비 법에

서 안과 엔릴 그리고 에아 신들이 천상의 왕권을 마르둑에게 위임했다는 것

은 그들 스스로가 주신과 수호신으로 있는 도시국가들인 우룩(안의 도시국

가), 닙푸르(엔릴의 도시국가) 그리고 에리두(에아의 도시국가)와 기타 다른 

도시국가들에 한 지배권이 마르둑이 수호신으로 보호하는 도시국가 바벨

론에 넘겨졌다는 뜻이다.54) 

함무라비 법은 종교심이 깊은 함무라비가 정의의 신 샤마시의 뜻을 따라 

제정하고 널리 선포했다. 그는 나라에 정의를 세워 악과 억압을 제거했다

(LH 전문 i 27-49; 결문 xlvii 1-8). 함무라비 법의 바벨론은 정의와 복지가 

이루어진 도시이다.55) 그의 법 결문에서 누구든지 그의 법을 훼손하거나 법

의 판단을 거부하고 무시하면, 즉 법의 권위에 도전하면 상상할 수 있던 60

여개 종류의 저주가 선언되었다.56) 함무라비의 법의 바벨론은 정의와 국리

민복에 기초한 왕권과 통치의 도덕성이 세워진 도시이다. 바벨론의 정체성은 

함무라비 법에 근거한 신들의 회의라는 법치에 기초되어 있다. 

54) 이종근, 메소포타미아 법의 도덕성과 종교, 116~118면; Jeremy Black and Anthony Green, Gods, 
Demons and Symbols of Ancient Near East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1992), pp. 75~76.

55) 이러한 자화자찬격인 정의의 실현에 한 선언에도 불구하고 함무라비 법은 도덕성의 한계를 보여

준다: 첫째, 백성들을 자유민(awilum), 평민(muškenum) 그리고 노예(wardum)로 구분하다(LH ¶¶ 
196-204,216-223); 둘째, 마술(LH ¶ 2)과 거짓 증언(LH ¶ 3), 신전이나 왕궁 소유의 것에 한 

도적질(LH ¶ 6) 등에 해서도 사형을 가하는 가혹한 형벌을 취한다; 셋째, 여성에 한 심한 성차

별(LH ¶¶ 108,129,132,133b,143...)의 법조문들이 있다. 이종근, ｢함무라비 법의 도덕성｣, 법학논

총 23권 2호(2011.2.28.), 297~353면; Peter F. Gregory, “Its End Is Destruction: Babylon the 
Great in the Book of Revelation”, Concordia Theological Quarterly 73 No 2 (April, 2009), pp. 
137~153; Nathan MacDonald, “Monotheism and Isaiah”, in Interpreting Isaiah: Issues and 
Approaches, eds. David G. Firth and H. G. M. Williamson (Downers Grove, Ill: IVP Academic/ 
Nottingham: Apollos, 2009), pp. 43~61. 

56) 이런 다양한 저주 선언과 더불어 마르둑의 신명(神名)도 50여 개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어졌다. 
ANET, pp. 69~72; Walton, Ancient Near Eastern Thought and the Old Testament,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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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바벨론은 ‘신들의 문’이라는 의미로 함무라비 법의 토 이다. 그것은 신들

의 보호 하에 세상의 새 역사를 여는 존엄한 이름으로 불리어진 도시이다. 

바벨론의 위상은 하늘과 땅에서 함무라비의 영원한 왕권의 도시로 세상과 종

교의 중심이며 함무라비 법이 지향하는 통치와 가치의 모델이다. 

함무라비 법의 전문과 결문은 함무라비가 제패하고 시혜를 베푼 여러 도

시들의 40여 신들과 신전들에 한 치적을 바벨론을 중심으로 열거한다. 바

벨론의 특성은 마르둑의 주도권 하에 다종교와 다문화 통합에 기반을 둔 도

시국가이다. 함무라비 법은 당  최고의 언어 표현으로 신들에게 속한 것이

며 종교적 가치들 위에 세워져 있다. 함무라비 법은 노예해방과 약자보호, 

국리민복 및 정의의 가치를 지향한다. 

함무라비 법에 나타난 바벨론의 정체성은 바벨론 종교에 근거한 신들의 

회의에 의한 법치에 기초되어 있다. 바벨론은 그 회의에서 천상과 지상의 주

도권이 마르둑에게 위임되고 최고의 도시로 명명되었다. 그것은 함무라비의 

왕권이 확립되고, 정의와 복지가 이루어진 도시이다. 함무라비의 왕권과 통

치의 도덕성은 정의와 복리에 기초해 있다. 

함무라비 법에 나타난 신들의 회의와 정의의 모티브는 인간 문명사에 항

구적 의미가 있으며 계속적인 논의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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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dentity of Babylon in the Laws 
of Hammurabi in a Perspective of Legal History

Lee Jong-Keun*

57)

This article deals with the issue on the identity of Babylon in the Laws 

of Hammurabi with a perspective of legal history. Hammurabi pursued the 

policy of combination of religions and cultures. Babylon is the preeminent 

center of the city-states and religion in Mesopotamia. The identity of Babylon 

in the Laws of Hammurabi is rooted in the rule of law by the divine council 

as the noble city of Marduk endowed with divine kingship under Hammurabi, 

king of Babylon. Babylon is the place where justice and welfare of the people 

were achieved. The motifs of divine council and justice in the Laws of 

Hammurabi seems to be meaningful in human civilization, and are in need 

of further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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