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수
Abzu/Absu

티아맛/후부르
Tiamat/Ummu-Hubur

뭄무
Mummu

라하무
Lahamu

킹구
Kingu

라흐무
Lahmu

바닷물민물

민물과 바닷물 위에 
떠 있는 물안개. 

구름과 관련이 있음 
이란성 쌍둥이?

안샤르
Anshar

키샤르
Kishar

이란성 쌍둥이?

아누
Anu

하늘의 신

?

누딤무드/엔키/에아
Nudimmud/ Enki/Ea

1. 지혜와 힘의 신
2. 땅 속 깊은 곳에 있는 민

물의 신
3. 마법의 신
4. 메소포타미아 신들의 

지도자

담키나
Damkina

마르둑/벨
Marduk/Bel

아누 Anu 남무/안툼
Nammu/Antu(m)

엔키/에아 
Enki/Ea

닌순/시르투르 
Ninsun/Sirtur

압수
Abzu/Absu

티아맛/탐투
Tiamat/Tamtu

루갈반다 
Lugalbanda

길가메쉬 
Gilgamesh

암양 또는 
야생 암소의 여신 

두무지/탐무즈
Dumuzi/Tammuz

목동의 신

게쉿인안나 
Geshitinanna

포도의 여신 

인안나/이쉬타르 
Inanna/Ishtar

사랑과 전쟁의 여신 
하늘과 땅의 여왕 

우룩의 여신 

뭄무
Mummu

라하무
Lahamu

킹구
Kingu

라흐므트
Lahmt

키
Ki

엔릴 
Enlil

닌릴 
Ninlil
니푸르의 여신 
남풍의 여신 

니푸르의 신
수메르 신들의 왕

바람의 신 

우륵 제1왕조의 
세번째 왕

에리두의 신
지혜의 신 
마법의 신
담수의 신 

닌기쿠가
Ningikuga
갈대의 여신

닌갈 
Ningal

우르의 여신 
달의 여신

우룩의 신
하늘의 신

신들의 어머니

네르가/에라 
Nerga/Erra

닌기르수/니누르타
Ningirsu/Ninurta

난나/신
Nanna/Sin
우르의 신
달의 신 

라가쉬의 신 
사냥꾼의 신
용사의 신 

전쟁과 질병의 신

생명의 어머니 깊은 물의 신

우투/샤마쉬
Utu/Shamash

에레쉬키갈
Ereshkigal

지하세계의 여신시파르의 신
태양의 신 

✽ 수메르/아카드 신들의 계보 참조 
신들의 족보는 토판의 이야기에 따라 다르다.

에리두의 
여신 

이쉬쿠르/아다드 
Ishkur/Adad

비의 신

다간
Dagan

곡물의 신

구갈란나
Gugalanna
하늘 황소

태양의 신

불의 신. Apsu 와는 관계없이 Tiamat 이 
Marduk 과 싸우기 위해서 만들어낸 괴물
과 신들 가운데에서 가장 총애했던 아들 

에누마 엘리쉬 (When Above)

1. 쐐기 문자로 쓰여져 있다. 
2. 에누마 엘리쉬는 바벨론 사람들과 앗시리아 사람들 모두에게 

대중적으로 알려진 창조의 이야기이다. 
3. 7개의 토판으로 구성되었다. 
4. 니느웨의 아수르바니팔 (668-630) 왕실 도서관에서 발견되

었다. 
5. 고대 바벨론 버전의 이야기가 앗수르 버전으로 바뀌어진 흔

적들도 보인다. 특별히 토판 I, VI, VII 의 앗시리아 버전(1902-
14년에 Ashur에서 발굴)과 신-바벨론 버전(1924-25년 Kish
에서 발굴 I, VI; 1928-29년 Uruk에서 발굴 VII)에서 차이를 
볼 수 있다.

Tablet 1

“하늘이 아직 있지 않았고, 땅이 아직 있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
다”라고 시작하며 족보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할아버지, 할머니인 Apsu, Tiamat 에 비해서 젊은 신들은 매우 
활동적이고 유쾌했다. 그러나 Apsu 와 Tiamat 은 조용하고 평
화로운 환경을 좋아했다. 너무 시끄러워지자, Apsu 가 분노하
여 아들이자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총애하는 아들인 Mummu
와 함께 Tiamat 을 찾아간다. Tiamat 을 찾아가서 그들의 자손
인 신들을 없애자고 제안한다. 그러나 Tiamat 은 거절한다 (모
성애). Tiamat 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Apsu 는 Mummu 와 함
께 신들을 죽이기로 작심한다 (“잠 좀 자자!”). 

Apsu 의 계획에 대한 소식을 들은 신들이 놀라서 숨고 두려움 
속에서 조용해진다. 그리고 우울한 날들을 보낸다. 그 때 Ea 가 
숨어있는 신들을 위해서 신들의 주변에 마법의 원을 그려 준다. 
이 원은 어떤 공격도 막을 수 있는 주술과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Apsu 를 잠자게 하는 주술이었다. 

Apsu가 잠이 들자, Ea가 Apsu 의 힘줄을 끊고, 왕관과 초자연
적인 광채를 빼앗는다. Apsu 의 힘과 광채를 빼앗고는 Apsu 를 
죽인다. 그리고 Apsu 와 함께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었던 
Mummu 를 가두어 버린다. Apsu 와 Mummu 의 계획에 가담
하지 않은 Tiamat 은 아무런 해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Apsu 

를 죽인다음 Ea 는 넓은 자기 거주지를 만들고, 그 이름을 “압
수”라고 이름 짓는다. 그  곳에는 자기를 비롯한 다른 신들의 성
소들을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그곳(압수)에서 자기와 자기 아
내가 살며 Marduk을 출산한다. Marduk 은 아버지 Ea 로부터 
다른 신들의 능력의 두배를 받았다 (눈이 네개, 귀가 네 개, 말할 
때마다 입에서 화염이 솟구친다). 

손자인 Marduk 에게 할아버지 Anu가 네개의 바람을 선물했
다. 그런데, 이 바람을 가지고 먼지도 일으키고 , 폭풍도 일으키
니,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 Tiamat이 불편해 졌다. 밤낮으로 안
정을 취하지 못하고 이리 저리 서성이며 보내게 되었다. 그리
고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 신들도 Marduk에 대한 불만이 늘어
갔다. 

불만에 가득찬 신들이 Tiamat을 찾아갔다. 그리고, Apsu와 
Mummu의 이야기를 꺼내며 Marduk과 Ea를 따르는 신들에
게 복수를 하자고 부추긴다. 이 의견에 동조하는 신들이 Tiamat 
의 주변에 모여든다. 그리고 Tiamat 은 11 종류의 괴물같은 뱀
들과 잔인한 용들을 만든다. 그 중에는 Kingu도 있었다. Kingu
를 Tiamat 군대의 장군으로 임명하고 신들을 통솔하게 하고, 자
체적으로 신들의 왕으로 삼는다. 

Table 2

Tiamat이 자기가 창조한 것들을 불러 모아서 Apsu에 대한 복
수를 명목으로 Ea-Marduk을 필두로한 한 신들과 전쟁을 벌일 
계획을 Ea가 듣고는 할아버지인 Anshar을 찾아간다. 그리고는 
Tiamat이 준비하고 있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 (Tablet 1의 내
용)을 들려준다. 그리고 Tiamat이 자기가 창조한 Kingu를 새 
남편으로 맞아들였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Anshar는 이 모든 것이 Ea와 Apsu와의 싸움에서 시작되었노

라고 상기 시키면서, Tiamat에게 찾아가서 싸우지 않고 해결하
는 방법을 확인해 보라고 Ea에게 권한다. Ea가 Tiamat에게 갔
으나 소득이 없었다. Anshar에게 소득이 없었음을 알린다. 
Anshar는 다시 아들인 Anu를 Tiamat에게 보낸다. 그러나, 
Anu도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한다. Igigi들과 Anunnaki들을 
불러서 Tiamat에게 갈 지원자를 찾지만 다들 두려워한다. 
이 때, Ea가 아들 Marduk에게 자기의 계획을 설명하고, Anshar
를 찾아가 Tiamat을 만날 것을 자원하라고 충고한다. Marduk
이 폭풍을 타고 Tiamat을 찾아간다. 

Table 3

Anshar가 총애하는 신하인 Kaka를 Lahamu와 Lahmu에게 
보내어 한편이 되도록 설득한다. 그리고 Tiamat이 전쟁을 위
해 만든 생물들을 열거한다. 그간에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소
상하게 설명한다. Lahamu와 Lahmu가 Anshar의 편에 서기
로 약속하고 함께 식사하며, Marduk을 전쟁에 나설 이로 승인
한다. 

Table 4

신들이 Marduk을 신들의 왕으로 삼았고, 그에게 완전히 그 존
재를 없애버리거나, 다시 창조하는 능력을 부여한다. Marduk
은 Anu가 선물로 준 바람을 대동하고 각종 무리를 가지고 폭풍
우를 치며 Tiamatr과 싸운다. Tiamat을 죽이고, Kingu를 잡아
들였다. 그리고 Kingu가 가지고 있던 운명의 토판을 빼았는다. 
Tiamat이 창조한 생물들은 모두 포박을 당하거나 죽었다. 
Marduk이 Tiamat을 조개처럼 둘로 나누어서 반을 들어서 하
늘로 붙였고, 그 하늘을 두루다니면서 하늘의 별들을 둘러 보
았다. 그리고 Ea의 주거지이자, 자기가 태어난 압수와 같이 
Eshrra를 만들고, 그곳에 Anu, Enlil (Marduk), 그리고 Ea를 위

한 성소를 만들었다. 
Table 5

Tiamat의 배에 별자리를 만들고, 일년 열두달을 구분하게 하
였다. “네베루”(목성)로 만들었다. 그리고 달을 만들고, 달의 
차고 빔을 만들었다. Tiamat의 침을 모아서 바다를 만들었
다. Tiamat의 두 눈에서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 강이 흘러 
나오게 되었다. Tiamat의 가슴은 산이 되게 하였다. 그리고 
Annunaki 들과 Igigi들이  Marduk을 칭찬한다. 

Table 6

Marduk이 Ea에게 인간을 만들 계획을 말한다. Ea가 Marduk
의 계획을 실행한다. 
1. 전쟁을 일으키게 하였던 주동자인 Kingu를 를 죽여서 그 피

로 인간을 만들것을 계획한다. 이 인간은 피를 모아서 뼈를 만
든 것이다. 

2. 인간의 창조는 전쟁에서 자기를 지지해주고 싸워준 신들에 
대한 선물이었다. 인간은 신들의 고된 일들을 도맡아 하는 존
재이다. 

3. 인간들은 Marduk의 명령에 따라야할 운명이라고 말한다. 그
리고 인간들은 Marduk을 예배해야하는 존재라고 말한다. 땅
에 사는 인간들에게 신들을 공경하고 먹여살릴 의무를 부과
한다.

신들 중에서 급이 높은 600명의 신들을 300은 하늘에, 300은 땅
에 살도록하게 했다. Annunaki의 신들의 자기들이 거주할 집을 
건설한다. 이 집의 이름은 Babylon이다. 이 집의 모양은 Ea의 
거처인 압수와 같다고 말한다. 
그리고 Marduk에게 50개의 다른 이름을 준다. 이 Marduk의 
이름들이 Table 7까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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