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러티브와 사회적 치유*
－ 게르만신화 신들의 죽음과 황금가지의 사제왕 살해 관습을 중심으로 －
이 민 용 (강원대)

Ⅰ. 들어가며: 신화, 이야기, 치유의 힘

심신의 안녕을 누리면서 사는 것은 인간 모두의 바람이다. 열심히 노력해
꿈을 이루려고 하는 것도 모두 여기에서 출발하고 우리의 궁극적인 행복도
여기에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 인류가 계속 추구해 왔던 영원한
소망이어서 일찍이 신화시대부터 비롯되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세계
보건기구(WHO) 헌장에 명시되어 있는 건강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건강이
란 단순히 병이 없거나 쇠약하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
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다”1)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은 단
순히 신체적으로 병이 없거나 쇠약하지 않은 상태만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평
안하고 잘 지내는 것이고 이것은 사회적으로도 그래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다음은 세계보건기구가 1999년 총회에 앞서 50년만에 새로 마련하겠
다고 했던 헌장 개정안의 내용이다. “건강이란 단순히 병이 없거나 쇠약하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완
전히 안녕한 역동적인 상태다”2) 그때까지의 헌장 내용에 영적인 건강의 요소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61-AM0056).
1) 세계보건기구 헌장에 표현되어 있는 원문은 다음과 같다: “Health is a state of complete
physical, mental and social well-being and not merely the absence of disease or infirmity”
2) 원문은 다음과 같다: “Health is a dynamic state of complete physical, mental, spiritual
and social well-being and not merely the absence of disease or infirm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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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첨가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가 헌장에 새롭게 담으려 했던 건강의 정의에
영적 건강이 들어가게 된 것은 이슬람계나 기독교계와 같은 종교계의 영향이
나 뉴에이지 운동의 영향이 있기도 했지만, 우리의 건강에 정신 건강도 중요
하고 정신 건강은 육체적 건강과 사회적 웰빙 well-being (안녕) 뿐만 아니라
높은 차원의 영적인 안녕 spiritual well-being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
기 때문이다.3) 그런데 이처럼 육체적으로 건강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모두 건강하여야 진정으로 건강하게 사는
것이라는 생각은 신적인 초월적인 힘에 대한 믿음 속에서 살아가던 신화시대
의 사람들에게는 특히 중요했을 것이다. 그들은 현대인 못지않게 건강하다는
것이 신체적인 건강, 사회적 건강, 정신적 건강, 영적인 건강이 통합된 것이라
고 생각했을 것이다.
한편 신화는 여러 관점에서 접근될 수 있다. 정치, 역사, 인류학, 문화콘텐
츠, 종교 등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신화의 성격을 밝혀볼 수 있다. 신화를 종
합학문의 대상이라고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신화는 또한 이야기로도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대부분 신화를 만화, 애니메이션 등으로
접하며 흥미 있는 이야기들 중의 하나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신화에 신
들의 신성성이 살아 있어서 사람들이 신들의 신통력을 믿고 숭배하였던 시대
에도 신화는 –주술적이거나 종교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여졌다. 오히려 그
시대에 신화는 그 믿음과 숭배 때문에 오늘날보다 더 힘 있는 이야기로 여겨
졌다.
이런 점에서 이 글은 게르만신화를 이야기의 일종으로 보고 고대 신화시대
에 게르만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들의 자연관과 세계관에 의해 만들어낸
3) 그런데 이것이 최종적으로 세계보건기구 헌장을 수정하는 결과에 이르지는 못했다. 그러
나 헌장 외의 공식문서에서 건강에 전인적인 접근을 할 때는 영적 차원을 고려하여 자
주 이루어지고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이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언젠가 헌장에 반영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1999년 노인의 해를 기념하여 세계보건기구 총재가 발표한 문건
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The theme of World Health Day 1999, in the
International Year of Older Persons, “Active Ageing makes the difference” recognizes
that it is key for older people to go on playing a part in society. Active Ageing
involves every dimension of our lives: physical, mental, social and spirit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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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게르만신화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당대의 현실 속에서 정신적ㆍ영적 안
녕 well-being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수단의 하나로 삼았던 것 또한 게르만신
화였다는 측면에서 접근하려고 한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리스신화나 종
교에서 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인간이 지닌 한계를 넘어선 영생의 존
재라는 점에서 인간과 가장 다른 특징을 갖는다. 그런데 신들의 이야기로서
게르만신화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신들이 대거 죽는 장면으로 끝난다는 것이
다. 라그나뢰크로 끝나는 게르만신화는 이런 점에서 연구자의 관심을 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게르만신화에 나타난 신들의 죽음을 사회적 치유의 속성
을 지닌 이야기로 해석하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 제 II장에서는 신성성과
온전성의 관점에서 신화 이야기를 통한 사회적 불안 심리의 치유와 사회적
안녕의 문제를 살펴보고, 제 III장에서는 게르만신화에서 주신 오딘이 죽게
되는 배경을 J. G. 프레이저의 황금가지 Golden Bough에 나타난 사제왕 살
해 관습과 관련해서 연구할 것이다. 그리고 제 IV장에서 이렇게 자연과 사회
에서 느끼는 불안과 공포에서 게르만신화 신들의 죽음이 요구되는 상황을 살
펴보고, 제 V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치유하려는 노력이라는 관점에서 구체
적으로 오딘과 그의 신족의 죽음이 갖는 의미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이어서
마지막 제 VI장에서는 치유적 내러티브의 관점에서 게르만신화 이야기를 정
리하며 논문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Ⅱ. 신성성과 온전성 그리고 사회적 치유로서의 신화 이야기

앞에서 얘기한 대로 신화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던 힘 있
는 이야기이다. 이야기는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람에게 단순히 재미와 정보를
주는 수단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현실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호모 나랜스 Homo Narrans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이야
기는 인간의 삶에서 필수적인 것으로서, 세상을 재구성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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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와 방안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이야기는 삶과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
어서 실제로 삶을 잘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화를 현실과 아주 무관한 허황된 이야기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다. 신화
는 그 당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나름대로 현실을 파악하고 이해하려한 노력
의 결과물이다. J. G. 프레이저는 인류사에서 주술의 시대, 종교의 시대, 과학
의 시대가 차례로 이어졌다고 하면서, 주술의 시대는 과학의 시대와 다른 방
식이기는 했지만 모든 사물의 기초적인 원리로서의 질서에 대한 믿음에 기초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4)
레비-스트로스도 야생의 사고에서 신화적 사고가 “철저하게 관찰하고 관
계나 연관성이 있는 것끼리 조직적으로 분류하는”5) 열의를 보임으로써 과학
과 비슷한 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신화의 바탕이 되는 “주술적 사고는
인과율이란 주제에 의한 대변주곡이어서 과학과 마찬가지로 “결정론적 추
구”6)의 성격이 강하다고 말한다.7) 이런 점에서 나카자와 신이치의 다음과 같
은 견해는 레비-스트로스의 주장을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신화가

“후에 발생한 종교와는 달리, 아무리 환상적인 상황을 상상하고 있을 때라 할
지라도, 현실 세계에 대한 강렬한 관심과 현실세계를 지적으로 이해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상실한 적이 없다. 현실세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관념이나 환상
의 세계에 몰두하려고 하는 비현실성에 빠지는 경우가 신화에는 절대 없었
다”8)고 주장한다. 이처럼 고대의 인류가 현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우주
안에서 자신들의 위치나 자연의 질서, 삶의 의미 등에 대해 깊이 성찰한 것이
신화라면, 신화시대에 인류가 자연과 세계에서 느낀 불안과 공포에 대처하기
4)
5)
6)
7)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신상웅 옮김): 황금가지, 동서문화사, 1979 (2007), 1042-1046쪽 등.
끌로드 레비-스트로스(안정남 옮김): 야생의 사고, KBS사업단 1990, 15쪽.
같은 쪽.
물론 레비-스트로스가 주술과 과학을 동일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주술은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결정론을 전제하는 데 비해, 과학은 우선 여러 개의 차원을 구분하고 그중의
일부에만 결정론적 형식을 부여”한다고 하여 양자를 구분한다. 그러나 그는 “주술적 의
례나 신앙은 앞으로 태어날 새로운 과학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다”라고 함으로써 신화적
사고의 연장선에서 과학이 나중에 발전되어 나왔다고 본다.(끌로드 레비-스트로스: 야생
의 사고, 16쪽 참고)
8) 나카자와 신이치(김옥희 옮김): 신화, 인류 최고(最古)의 철학, 동아시아 2003,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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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만들어 활용한 것이 신화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야기의 측면으로 보았을 때 게르만신화는 세계 신화에서도 드물게 이야
기의 시작과 중간, 끝의 체계를 갖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세상의 창조에
서 변화, 발전, 몰락, 재생에까지 이어지는 큰 틀의 기승전결을 갖춘 구조를
가지고 있다.9) 이것은 우리나라나 중국 등 다른 나라의 신화를 보아도 그리
흔치 않은 비교적 완결된 이야기 구조로 되어있다. 흔히 신화의 시간은 근대
소설 속의 시간만큼 논리적ㆍ인과적ㆍ총체적이지는 않고 비논리적ㆍ나열적이
라고 한다. 신화 에피소드들은 서로 시간적 선후 관계를 따지거나 인과관계로
연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게르만신화는 시간의 흐름
에서도 비교적 선형적이고 논리적이라는 점에서도 어떤 틀이 있는 이야기 구
조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신화시대에 게르만족들이 살던 북유럽 지역은 자연환경이 특히 춥고
척박하였다. 또한 이 지역은 아직 문명의 불길이 닿기 이전의 지역이었다. 자
연의 광포한 힘이나 동물들의 공격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해줄 수 있는 문명사
회가 아직 발달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들은 아직 충분히 정복하지 못한 자연
과 세상을 목숨 걸고 도전해야할 대상으로 여겼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연에 대해 불안과 공포를 많이 느꼈을 것이고 이것을 극복하고 이것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이 많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래서 북유럽의 냉혹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게르만 인들은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 시대의 세상과 자연
속에서 느끼는 삶의 불안과 공포를 헤치고 살아가려고 하였을 것이다. 그런
노력의 결과가 게르만신화로 표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야기를 통해 서로 위안하고 상처를 위로하며 치유하
였다. 오늘날 현대인의 스트레스와 마음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수단으로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심리상담도 이야기의 이런 치유적 기능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 현대 심리학을 열었다고 하는 S. 프로이트의 심리학도 기본적으로 내담
자의 이야기를 듣고 치료자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9) 임한순: 게르만어권의 신화와 민담, 실린 곳: 인문논총,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02, 1661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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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980년대 이후부터는 이야기를 더욱 특화된 치유방식으로 활용하는 내
러티브 테라피 Narrative Therapy가 나와서 가족치료 등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집단 사회의 구성
원들이 집단적ㆍ사회적 안녕을 유지하는 데에도 적용되었다. 이런 점에서 우
리는 신화와 치유의 연관성을 말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성(聖)을 뜻하는 holy는 앵글로색슨어의 hal이 어근인데, 이 말은 ‘건강한’, ‘온전
한’ 혹은 ‘전체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동일한 어근에서 나온 hale이란 단어도
‘강건한’이란 의미를 지닌 것으로 짐작된다. 또 온전함 혹은 전체성을 뜻하는 영
어의 whole이란 단어가 그리스어 heil과 친족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독일어의
heilen이란 동사로 남아 병을 치료한다는 의미가 되었다. 이렇게 보면, healthy,
heal, hale, holy, whole 등은 모두 동일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고대의 인간들은 병이나 재난의 원인을 성 혹은 완전성(전체성)에서 분리된 결과
라고 보고 있다.10)

여기서 ‘치유하다’라는 의미의 독일어 ‘heilen’과 영어 ‘heal’이 ‘성스러운’
의 의미를 갖는 독일어 단어 ‘heilig’ 및 영어 단어 ‘holy’와 어원적으로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세계보건기구의 헌장 개정안
노력에서 본 대로 영적인 안녕이 건강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 여기서 다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위의 글에서 ‘heilen’과 ‘heal’이 ‘온전함’ 혹은 ‘전체성’
을 뜻하는 영어의 ‘whole’이란 단어와도 연계되어 있음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온전한 상태, 하나 됨의 상태에 있게 만드는 것이 치유라는 것이다.11)
10) 이은봉: 성과 속은 무엇인가, M. 엘리아데의 성과 속, 실린 곳: 성과 속(Mercea Eliade
지음, 이은봉 옮김), 한길사, 1998, 22쪽 이하.
11) 이와 비슷하게 법정 스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도 마음의 안녕, 사회의 안녕, 치유된 삶에
관해 얘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가 좋아하는 영어 문장에 ‘One for All, All for
One’ 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모두를 위하고, 모두는 한 사람을 위한다는 뜻입니
다. 같은 의미로 <화엄경> 법성게에 ‘일즉일체 다즉일 一卽一切 多卽一‘이란 말이 있습
니다.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라는 가르침입니다. 한 사람은 모두를 위하고,
모두는 한 사람을 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진정한 깨달음이고 진리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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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의 인간들에게는 성스러운 신이 만들고 다스리는 세계 속에서 신의 뜻을
헤아려 신에 의지하며 살고 신과 하나가 되어 전체가 어우러져 사는 것이 정
신적으로ㆍ영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것이었다. 그러면 이러한 온전성과 신성성
이 치유와 맺는 관계를 사제왕 살해 관습과 게르만 신들의 죽음 이야기에서
확인해 보기로 하자.

Ⅲ. 사제왕 왕국의 불안과 사제왕의 죽음

앞에서 필자는 고대의 인류가 현실 속에서 신화 이야기를 통해 자연의 질
서, 자신들의 존재, 삶의 의미 등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한편, 자연과 세계에
서 느끼는 불안과 공포에 대처하였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이런 내러티브에는
신화처럼 비현실적인 상상의 영역에서 꾸며지는 이야기도 있지만, 현실 속의
이야기도 있다. 내러티브 개념에는 허구적 이야기뿐만 아니라 현실의 실제 이
야기, 실제 경험 이야기도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다.12) 그리고 내러티브는 민
담이나 동화처럼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연극에서는 행동으로,
영화에서는 영상으로, 테마 공원에서는 시설물의 진열로 표현되기도 한다. 스
토리는 이런 내러티브를 통해 민담이나 동화, 영화, 컴퓨터게임 등으로 표현
되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추상적으로 존재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것
은 집단적 스토리일 수도 있고 개인적 스토리일 수도 있다. 개인적 내면의 스
토리인 경우 그것은 개인의 인생 각본 life script 혹은 인생 시나리오 life

scenario처럼 작용하기도 하지만, 집단적 스토리의 경우는 집단과 사회의 행
동을 저변에서 규정하기도 한다. 이런 면에서 불안과 공포에 대응하는 집단적
스토리의 하나로 우리는 J. G. 프레이저의 황금가지에 나타난 사제왕 살해
계입니다.” (법정: 한 사람은 모두를 모두는 한 사람을, 문학의숲, 2009, 153쪽 참고.)
12) 심리상담 치료 중의 하나로 내러티브 치료(narrative therapy)가 가능한 것도 바로 내러티
브의 이런 현실 영역들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이민용: 서사와 서사학의 치유적 활용,
실린 곳: 독일언어문학(제47집), 한국독일언어문학회, 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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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을 게르만신화의 라그나뢰크와 비교해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게르만신화를 접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충격으로 느끼는 것은 주신(主神)
오딘과 그의 신족들이 거인족과 괴물들에게 거의 대부분 살해되는 라그나뢰
크 Ragnarök 장면이다. 여기서 게르만신화의 주신 오딘은 괴물 늑대 펜리르
에게 물려죽고, 가장 용맹한 영웅신 토르는 괴물 뱀 요르문간드와 싸워 서로
죽고 죽인다. 그런가 하면 오딘, 토르와 함께 가장 중요한 세 신으로 숭배받
던 프레이는 불꽃의 거인 수르트에 의해 죽는다. 그리고 가장 용감한 신이라
고 할 수 있는 튀르는 지옥의 개 가름에게 죽고, 신들의 파수꾼 헤임달은 거
인족 출신 로키에게 죽는다. 이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가 몰락한다. 세계를 지
탱하던 세계수(世界樹) 위그드라실이 불의 거인 왕 수르트의 불칼에 의해 불
타서 내려앉고 육지가 바다로 침몰한다.13)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우선 오딘의 죽음을 황금가지에 나타난
사제왕(司祭王) 살해 관습과 연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J. G. 프레이저는 자
신의 저서 황금가지에 과거 여러 지역에서 신적인 인간, 즉 사제왕을 살해
하는 관습이 있었음을 풍부한 예로써 설명하고 있다.14) 사제왕이 신하들에게
살해되는 지역으로 그가 소개한 곳으로는 콩고, 나일강 유역, 에티오피아, 이
집트 등 아프리카 지역이 제일 많고, 이외에도 남유럽의 이탈리아, 북유럽의
스웨덴, 아시아의 캄보디아 등 세계 도처에 걸쳐 있다. 우리나라의 고대 부족
국가 부여에서도 이런 관습이 있었다고 국사 교과서에 소개된 적이 있다고
한다.15) 사제왕이 살해되는 계기는 그가 노쇠하거나 병들어서 사제왕으로서
의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생길 징조가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얼굴에
주름이 생기거나, 흰머리가 생겼을 때, 이빨이 빠졌을 때, 부인의 성욕을 채워
주지 못했을 때 등 노쇠함의 초기 징조에서도 죽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전
13) Die Edda. Götterlieder, Heldenlieder und Spruchweisheiten der Germanen, vollständig
bearbeitet und mit einem Nachwort versehen von Manfred Stange, Wiesbaden:
marixverlag 2004. S. 13-20.
14) James George Frazer: The New Golden Bough, Edited, and with Notes and Foreword
by Dr. Theodoe H. Gaster, S. G. Phillips, Inc: Canada, 1964, p. 273-338.
15) 진중권: 황금가지, 실린 곳: 인물과 사상(Vol. 40), 인물과사상사, 2001, 82-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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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에서 부상당했을 때도 죽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프레이저는 사제왕 살해 관습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원시인은 종
종 자신의 안전과 세계의 안전까지도 인간신 또는 신의 화신으로 생각되는
인간의 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16) 믿고 “자연의 운행이 이 인간신
의 생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그의 생명력이 쇠약해지고 죽어서 마침내 소멸
된다면 세상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17)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
에게 “인간신의 노쇠와 죽음이 가져올 위험은 참으로 두려운 것이었다.”18)
즉 사제왕을 살해하는 관습이 널리 퍼지게 된 것은 사제왕의 노쇠와 죽음으
로 야기될 재앙에 대한 원시인들의 불안과 공포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원시인
들이 숭배하던 사제왕을 죽이는 것은 “왕의 생명이나 영혼이 전체 왕국의 번
영과 공감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만일 왕이 병으로 눕게
되거나 허약해지면 가축도 병에 걸려 번식을 멈추며, 곡물이 들에서 썩고, 사
람이 유행병으로 사멸된다고 그들은 믿었다.”19) 그들이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한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 인간신이 그 생명력이 쇠약해지는 기미를 보
이는 즉시 그를 살해하여 그 영혼이 회복이 불가능할 만큼 심하게 손상되기
전에 활동적인 후계자에게 옮겨 놓은 것”20)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원시인
들이 당시에 널리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세상의 질서 운행에 관한 내면의 스
토리가 바로 이것이었다. 현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계와 자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스토리와는 많이 달랐다. 그러나 이러한 비과학적인 내면의
스토리라도 당대에 실제로 그들의 마음속에서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원시인들
의 사고와 행동을 조종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앞서 필자가 언급한 바대로, 온전성 혹은 완전성
은 곧 신성성의 조건이며, 신성하다는 것은 온전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
는 것이어서, 온전성의 훼손은 곧 신성성의 훼손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래
16)
17)
18)
19)
20)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신상웅 옮김): 앞의 책, 398쪽.
앞의 책, 398쪽 이하.
앞의 책, 398쪽.
앞의 책, 403쪽.
James George Frazer: op. cit., p.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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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온전성과 신성성이 훼손된 사제왕은 곧 온전하고 신성한 사제왕으로 대체
되어야 했다.
한편 프레이저는 이와 같은, 신적인 인간을 살해하는 관습들을 소개하기에
앞서 신들의 죽음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인간은 자신의
모습을 본떠 신들을 창조했다”21) 고 주장한다. 그는 사제왕, 즉 인간신의 죽음
을 신들의 죽음이 하강한 것으로 본다. 이와 반대로 필자는 게르만 신들의 죽
음 이야기를 사제왕의 죽음 이야기가 상승된 것으로 보려고 한다. 이때 신들
의 이야기는 허구적 이야기이지만 사제왕 죽음의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이다.
허구적 이야기와 실제 이야기의 연관성을 확인해볼 수 있다. 실제 이야기에서
허구적 이야기가 파생되었고, 사제왕의 이야기가 신의 이야기로 상승된 것이
다. 이렇게 신화 이야기가 만들어진 이유는 세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며, 그 이
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정신적ㆍ영적 안녕을 위한 측면도 있다.

Ⅳ. 게르만신화 세계의 불안과 라그나뢰그의 배경

앞에서 사제왕들이 죽음을 맞게 되는 계기에 대해 언급했다. 주로 사제왕
들이 늙거나 병들어서 죽음의 징조를 보이고, 가뭄ㆍ홍수ㆍ전염병 같은 사회
적 재앙이 지속적으로 크게 발생하여 백성들이 사회 집단의 안녕에 불안을
느낄 때이다. 그러면 게르만신화에서 오딘의 죽음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필
자는 오딘의 죽음을 사제왕의 죽음과 같은 맥락에서 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
한 프레이저의 말대로 인간은 자신의 모습을 본떠 신들을 창조했기 때문에,
게르만족 역시 그들의 주신(主神)을 사제왕의 모습에서 본떠 창조했다고 할
수 있다. “신들은 때때로 전설의 안개를 통해서 아주 어렴풋이 보이는 인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22) 그러면 게르만신화의 주신인 오딘의 죽음이 요구
21) Ibid., p. 273.
22) Ibid., p.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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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상황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은 다음과 같다.
오딘이 죽기 전까지 게르만신화 세상은 그 불안이 점점 커가는 상황이었다.
이런 불안을 더욱 가중시킨 것은 거인족 출신 로키가 거인 앙그르보다와의 사
이에서 괴물 자식을 셋이나 낳은 사건이었다. 신들은 로키의 이 괴물 자식들이
나중에 화근이 될 것을 알고 없애려고 하지만 실패한다. 헬을 지하 세계에 던
져 그곳의 여왕이 되게 한 것은 그렇다고 쳐도, 요르문간드를 바다 속에 던지
는 것으로 그쳐 오히려 바다 속에서 성장해 세상의 땅덩어리를 휘감을 정도로
크게 자라도록 방치한다. 그리고 괴물 늑대도 튀르가 한쪽 팔을 희생하면서 마
법의 끈 글레이프니르로 묶어두는 데에 성공하지만 그 괴물이 나중에 풀려나는
것까지는 막지 못한다. 이렇게 점증하는 사회의 불안은 급기야 로키가 회드르
신을 통해 발드르 신을 죽이고, 발리 Vali가 이복 형 발드르의 복수로서 이복형
회드르를 죽이게 된다. 그리고 이어서 로키가 애기르의 주연에서 신들에게 무
작위로 욕설을 퍼붓고 모함까지 하는 사건으로까지 더욱 악화된다.
한편 이러한 게르만신화 사회의 불안은 발드르의 악몽으로 구체적으로 표
현된다. 그리고 신들이 모두 그 악몽에서 불길한 기운을 느끼고 걱정한다. 이
러한 불안은 게르만신화 스토리 속 캐릭터인 발드르의 불안이기도 하지만, 한
편으로는 이 시대를 살며 신화를 이야기하던 게르만인들의 불안이기도 하였
다. 그들의 불안이 이런 신화 이야기를 낳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발드르
의 악몽과 같은 이러한 불안한 생각과 느낌에는 이것을 극복하고 벗어나려는
노력들이 수반된다. 이런 노력은 신화 스토리의 요소들을 치유적으로 변용시
키고 스토리 자체를 치유적으로 창조하는 작업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현실 의
식과 신화 이야기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
인간은 이야기를 통해 현실을 이해하고 현실을 재구성하며 자기 정체성을 정
립하게 되는데,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과 사회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이
그 당시 살던 사람들의 집단적 내면의 스토리라고 할 수 있다. 게르만신화 사
회가 점점 불안해지고 오딘 신도 늙은 신으로 항상 등장한다는 것은, 게르만
신화의 주신인 오딘을 사제왕으로 보면 사제왕의 희생이 요구되는 상황이라
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게르만신화를 전승하며 오딘과 토르, 프레이 등의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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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만신화의 신들을 믿으며, 그 신들에게 인간과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의식을
행했던 스웨덴 지역에서는 왕이 9년 정도 나라를 다스린 다음 그 유명한 큰
제사에서 살해되는 관습도 있었다.23)
게르만신화 사회에서 자연의 힘 앞에서 아직 무력한 인간 집단들이 가지는
불안과 공포가 이런 집단적 내면의 스토리를 가지게 하였을 것이고 이것이
다시 그 시대에 자연과 사회를 해석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신화에 반영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현실의 사제왕 처형 스토리가 신화 스토리에 투영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오딘의 죽음 이야기에는 사제왕 살해의 관습
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게르만신화 세계에
서 재앙의 징조는 점점 더 악화 일로에 있었고 오딘은 흰 수염의 늙은 신으
로 등장하기 때문에 사제왕 살해 관습에서 보면 사제왕을 희생시킬 여건이
성숙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운문 에다의 ｢하르바르드의 노래 Hardbardsliod,

das Harbardslied｣에서는 오딘이 별명 ‘하르바르드’라는 이름의 뱃사공으로 등
장하여 배로 해협을 건네주라는 토르의 요구를 거절하며 그와 입씨름을 하는
데,24) 이때 하르바르드 Harbard는 ‘회색 수염’이라는 뜻이다25) 오딘은 게르
만신화에서 자주 회색 수염의 노인으로, 그리고 한쪽 눈이 없는 애꾸눈으로
완전하지 않은 모습으로 많이 등장한다. 그래서 오딘의 이런 모습은 게르만
신화집 에다에 그려진 삽화에서도 다음과 같이 자주 확인할 수 있다.

23) Cf. ibid.
24) Die Edda. Götterlieder, Heldenlieder und Spruchweisheiten der Germanen, vollständig
bearbeitet und mit einem Nachwort versehen von Manfred Stange, Wiesbaden:
marixverlag 2004. S. 69-75.
25) Rudolf Simek: Lexikon der germanischen Mythologie. Stuttgart: Alfred Kröner Verlag
1995. S.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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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문 에다 번역본(1760)에
삽입된 오딘의 모습

Ⅴ. 오딘과 그 신족의 죽음, 그리고 온전성의 회복

이렇게 오딘은 — 사제왕이 죽어야 할 이유들이 생겨서 죽임을 당하는 것
처럼 — 사회의 불안과 공포에 책임을 져야할 상황이 일어나게 되자 살해되
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 황금가지를 보면 게르만신화를 믿던 스웨덴에서도
왕이 자연사 하지 못하고 신하들에게 살해당하는 관습이 있었음을 알 수 있
다.
스칸디나비아의 전설은 그 옛날에 스웨덴 왕들이 9년 동안만 통치하고 그 뒤에 살
해되거나 자기들 대신 죽을 대리자를 찾아야 했다는 한 암시를 보여준다. 예를 들
면, 스웨덴 왕 아운 Aun 또는 온 On은 며칠 동안 오딘 Odin에게 제물을 바치고,
9년마다 자기 아들을 하나씩 희생 제물로 바치면 자신을 살려준다는 답을 신에게
서 들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왕은 9년마다 아들을 차례로 제물로 바치다가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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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번째의 마지막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 했는데, 민중들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
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에 의해 살해되어 웁살라에 있는 묘지에 매장되었다.26)

스웨덴 왕이 아홉 아들을 구 년마다 자기 대신 희생 제물로 바치다가 마지
막 아들마저 제물로 바치려 하자 백성들이 거절하고 그를 죽였다는 것이다.
그 사이에 왕은 너무 늙어버렸을 것이고 마지막 아들까지 죽이면 후계 왕이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오딘이 죽게 된 이유를 설명해주는 관습
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게르만신화는 주신(主神)이 죽게 될 때 다음과 같이
전투의 와중에서 죽게 되고, 그것도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족과 함께
집단적으로 죽는다는 면에서 독특하다.
아스족과 모든 에인헤리여 Einherjer들은 무장을 갖춰 그 평원으로 나아갈 것이다.
황금 투구와 훌륭한 사슬 갑옷을 걸치고 궁니르 Gungnir라는 이름의 창을 든 오
딘이 앞장서 말을 타고 달려갈 것이다. 그는 늑대 펜리르에게로 달려갈 것이며,
토르가 그의 곁에 설 것이다. 그러나 그는 오딘을 도울 수 없을 것이니, 그 자신
이 미드가르드 뱀과 격렬히 싸울 것이기 때문이다. 프레이는 수르트와 맞붙어 격
렬한 싸움 끝에 결국 쓰러진다. 그는 자신의 명검을 스키르니르에게 주어버린 것
을 아쉬워하며 죽어갈 것이다. 그 무렵 그니파헬리르 Gnipahellir(헬로 향하는 절
벽 동굴) 앞에 묶여 있던 사냥개 가름도 풀려날 것이다. 가장 공포스러운 그 괴물
은 튀르와 맞서 싸워 서로를 죽일 것이다. 토르는 미드가르드 뱀을 죽이지만 아홉
걸음 정도만 더 걸을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그 뱀이 뿜어 댄 독기 때문에
대지에 쓰러져 죽기 때문이다. 그 늑대는 오딘을 삼켜버릴 것이고, 그것이 오딘의
최후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즉시 비다르가 앞으로 돌진해, 한 발로 늑대의 아래
턱을 밟을 것이다. 그가 그 발에 신고 있는 신발은 모든 시간을 모아 만든 것이
다. 그 신발은 사람들이 신발의 발가락 부분과 뒤꿈치 부분에서 잘라 낸 가죽 조
각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아스족을 도우려는 의사가 있는 자는 그 조각들을
떼어 내야 한다. 비다르는 한 손으로 늑대의 위턱을 붙잡고 그 주둥이를 찢어버릴
것이다. 그것으로 늑대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로키는 헤임달과 맞붙어 싸우고,
결국 서로를 죽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수르트는 대지 위로 불을 던지고 그
리하여 온 세상이 불에 탈 것이다.27)
26) James George Frazer: ibid, p.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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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렇게 사제왕을 전쟁터에서 가족과 함께 죽게 하는 관습이 실제로 있었다
는 사실이 황금가지에 다음과 같이 또 소개되어 있다.
마티암보 Matiamvo는 앙골라 내륙의 제왕이다. 그 나라의 군소 왕 중 한 사람인
찰라 Challa 왕이 마티암보가 최후를 마치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포르투갈 탐험대
에게 말했다.
“우리 마티암보는 전쟁에서 죽거나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
이 전통적인 관습이다. 현재의 마티암보는 백성들의 고혈을 착취하면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최후의 운명을 맞이해야 한다. 그가 살해되어야 한다고 결
정되면 우리는 그를 적들과 싸우게 하는데, 그의 가족도 싸움터에 데리고 간다.
이때 우리의 부족들도 조금은 목숨을 잃는다. 만일 그가 부상당하지 않고 도망치
면, 다시 3, 4일 동안 더 싸우게 한 다음 우리는 갑자기 빠져 나와 그와 그의 가
족을 적의 손에 넘겨 운명에 맡겨 버린다. 왕은 자신이 버림받은 것을 깨닫고, 왕
위를 선출된 자에게 양보하고 자리에 앉아서 자기 주변에 가족들을 불러 모은다.
먼저 어머니에게 가까이 올 것을 명한다. 그녀가 무릎을 꿇는다. 그러면 그녀의
목을 벤다. 그리고 아들들의 목을 순서대로 베고, 아내들과 친족들을, 마지막으로
아나쿨로 Anacullo라고 부르는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목을 벤다. 이 일을 마친 다
음, 마티암보는 화려하게 정장을 하고 자신의 죽음을 기다린다.
이 왕의 죽음은 강력한 적인 이웃 대추장들, 카니퀸하 Caniquinha와 카니카
Canica가 파견한 관리가 곧 집행한다. 그는 왕의 두 팔과 두 다리를 자르고 마지
막으로 목을 자른다. 이것이 끝나면 그 관리의 목이 잘린다. [...] 이것은 이미 여
러 마티암보의 신상에 일어났던 일이며, 또 현재의 왕도, 앞으로도 겪어야 할 일
이기도 하다.”28)

왕을 그의 일족과 함께 전쟁터에 내몰아서 적에게 죽게 하는 방식의 사제
왕 살해 모티프의 관습은 사회의 안녕과 치유를 위한다는 집단의 내면의 스
토리에 의한 관습이라고 할 수 있다. 오딘의 죽음도 이런 관습과 비슷한 내면
의 스토리를 지닌 신화시대 민중들에 의해 말해지던 신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로키의 도발적인 모욕과 독설, 지진과 화산, 계절 변화 붕괴 등의 자연
27) Die Edda des Snorri Sturluson. Ausgewählt, übersetzt und kommentiert von Arnulf
Krause, Stuttgart: Philipp Reclam jun. GmbH & Co 1997, S. 74f.
28)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 앞의 책, 406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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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로키와 그 괴물 자식들의 풀려남, 거인족의 총공세 등으로 상황은 최악
으로 치닫지만, 오딘은 늙은 신이 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게르만신화 시대
의 민중들은 오딘과 늙은 세대의 신들을 모두 라그나뢰크 전투에 출전시켜
거의 모두 희생시킴으로써 이와 함께 세상의 악을 모두 정화시킨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의 젊은 신들에 의해 다스려지는 새로운 세상이 다음과 같이 솟
아오르게 만든다. 이로써 세상의 신성성과 완전성이 회복되고 사회적 문제들
이 치유되는 세계가 열리게 된 것이다.
육지가 바다에서 솟아오를 것이고, 그것은 푸르고 멋진 모습일 것이다. 곡식이 저
절로 자랄 것이다. 비다르와 발리가 살아 있을 것이니, 그들은 바다에 빠져 죽지
도, 수르트의 화염에도 불타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전에 아스가르드가
있던 이다뵐 Idavoell에서 살 것이다. 그리고 토르의 아들들인 모디 Modi와 마그
니 Magni도 그곳으로 와 묄니르를 소유할 것이다. 그 뒤에 발드르와 회드가 헬에
서 올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함께 앉아 서로 얘기를 나눌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비밀스런 지식을 회상하고, 전에 있었던 사건들, 미드가르드 뱀과 늑대 펜리르에
대해 이야기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아스 신족이 소유했던 황금 식탁을 풀 속
에서 발견할 것이다.29)

지금까지 논의한 게르만신화 이야기 속 차원에서는, 세상에 재앙이 닥치고
있는데 주신(主神)은 애꾸눈에 늙어서 온전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세상을
다시 온전하게 할 젊고 신성한 새로운 신으로 대체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사제왕이 죽듯이 주신 오딘이 죽음으로써 새로운 젊고 온전한 후계자 신들에
의해 재앙의 위험이 사라진 치유된 사회가 도래한 것이다. 반면에 이런 신화
이야기를 하는 원시 게르만 인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신들보다
신성한 신들도 고난을 겪는데, 미약한 자신들은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감내하
고 극복해야 할 문제라는 위안의 스토리를 내면에 심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
고 이로써 삶의 상처를 위로 받고 치유된 세상이 오리라는 희망을 노래하였
29) Die Edda des Snorri Sturluson. Ausgewählt, übersetzt und kommentiert von Arnulf
Krause, Stuttgart: Philipp Reclam jun. GmbH & Co 1997, S.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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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Ⅵ. 맺음말

스토리는 다층적이다. 사회 집단의 내면적 스토리도 있고, 개인의 자기 스
토리도 있으며, 신화처럼 집단이 공동으로 창작한 이야기의 핵심인 스토리도
있다. 이 글에서는 사회 집단의 내면적 스토리로서 사제왕 살해 스토리를 다
루는 한편, 그러한 사회적 집단 내면의 스토리에서 발현한 신화로서의 스토리
를 다른 한편으로 다루었다. 그러면서 이 두 차원의 스토리가 상호작용을 하
면서 불안을 치유하는 측면에서 영향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필자는 이야기가 지니는 현실 이해와 현실 재구성의 기능에 주목하고, 지
금보다 신화시대에 더욱 심했을 자연과 사회로부터의 불안과 공포에 대해 신
화가 행사했을 치유적 기능에 관해 연구하였다. 프레이저는 사제왕의 죽음,
인간 신의 죽음에 관해 풍부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필자는 게르만신화도
전체적으로 불안 치유의 한 이야기로 보고 그 클라이맥스로서 오딘의 죽음을
사제왕 살해로 해석하였다. 게르만신화 사회는 늙은 오딘이 주신으로 지배하
는 상황, 악의 세력 로키의 세 자식이 커오고 있어서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 토르가 바다 속에서 육지를 휘감고 있는 거대한 괴물 뱀 요르문간드를
죽이려다 실패한 상황, 로키의 욕설과 모독의 만행이 노골화되고 있는 상황이
었고, 이 속에서 사제왕 오딘이 죽어야 한다는 사회적 내면의 스토리가 작동
하였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늙은 오딘과 구세대 신들이 대부분 희생되고
라그나뢰크 이후 온전하고 신성한 후계자 신들이 도래하면서 세상의 갱생과
치유가 가능했다.
이것은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당한 야훼 신의 아들
예수의 죽음으로써 종말과 그 이후의 구원이 예정되어 세상의 사회적 치유가
완성된다고 하는 성서 이야기와도 비슷하다. 게르만 인들의 불안이 이런 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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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극복되고 치유된다는 이야기 구도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신성성과 온전성
을 다시 회복해서 건강한 세계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신성성과
완전성, 치유는 사제왕이 상징하는 집단 전체의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결
국 내면의 스토리로 어떤 스토리를 쓰고 그것을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 것인
가 하는 것은 개인의 스토리뿐만 아니라 집단의 스토리에도 해당되는 것이어
서, 집단과 사회의 경우 그 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어떤 스토리를 내면에 쓰
고 간직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치유는 성스러움과 온전함과 연관이 있다. 신화의 시대에는 세계 속에서
온전하지 않으면 성스럽지 않으며, 온전하지 않아서 성스럽지 않게 된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그래서 그 사회를 치유하려면 온전하지 않아서 성스럽
지 않게 된 상태를 고쳐야 한다. 즉, 다시 온전하게 만들어서 성스럽게 해야
한다. 병이 들거나 노쇠한 사제왕을 죽이고 건강하고 젊은 후계자에게 그 자
리를 넘겨주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대적 의미로 사회가 온전하다는 것은 전체가 하나가 되고 하나는 전체가
되는 상태, 분열과 갈등이 없는 상태이다. 그리고 성스러운 상태는 정당성이
있는 상태, 의미와 가치ㆍ이념이 살아 있는 상태, 지도자와 집단의 카리스마
가 살아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현대적 의미의 사회 치유
는 그렇지 못한 사회를 이런 상태로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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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Erzählung und soziale Heilung
－ In Bezug auf den Tod der Götter im germanischen Mythos und die

Bräuche des Mensch-Gottes in Golden Bough von J.G. Frazer －
Lee, Min-Yong (Kangwon Natl. Univ.)

In diesem Aufsatz wird aufgeführt, wie das Erzählen von Mythen für die
soziale Heilung nutzbar gemacht werden kann, und warum der Hauptgott
Odin und seine Götterfamilie im germanischen Mythos getötet werden. Das
Erzählen birgt die Fähigkeit, die Wirklichkeit zu verstehen und die Realität
zu rekonstruieren. Der Mythos als eine Geschichte, die von den Göttern handelt, kann die Funktionen haben, die Angst vor der Natur/Welt zu bändigen.
Die germanischen Mythen können auch als ein Erzählen mit dem Ziel der
Heilung von den Ängsten gesehen werden, mit denen die Germanen in der
Welt konfrontiert waren. James George Frazer hat viele Beispiele für den
Tod des Mensch-Gottes in seinem Buch Golden Bough angeführt.
Es gab den Brauch, den König zu töten, sobald er Falten oder graue
Haare bekam. Die Sitte, einen König zu Tode zu bringen, sobald er einen
persönlichen Defekt aufwies, herrschte im Altertum in vielen Regionen.
Damals glaubte man, dass der Lauf der Natur vom Leben des Mensch-Gottes
abhängig war. Es gab nur eine Möglichkeit zur Abwendung der damit
verbundenen Gefahren. Die Seele des Mensch-Gottes musste auf einen starken Nachfolger übertragen werden, sobald er Symptome zeigte, dass seine
Kräfte zu versiegen beginnen, und bevor er ernsthaft durch den drohenden
Verfall beeinträchtigt wurde und starb.
Im germanischen Mythos kämpft der Hauptgott Odin gegen Riesen 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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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ster, und wird dabei im Ragnarök getötet. Darin ähnelt die Erzählung
den Bräuchen vom Tod des Mensch-Gottes und wie den in dem Buch
Golden Bough gezeigten Sitten, Könige mit persönlichen Defekten in eine
Schlacht zu treiben und töten zu lassen.
Die Heilung ist mit der Heiligkeit und der Ganzheit verbunden. Im
Altertum erforderte Heiligkeit Vollständigkeit. Wenn sich eine Gesellschaft
nicht im Zustand der Ganzheit und Heiligkeit befindet, dann fehlt in ihr die
Fähigkeit zur sozialen Heilung. Daher muss man die unheilige Situation
verbessern, wenn man die Gesellschaft heilen will. Man muss sie wieder in
den Zustand der Ganzheit und der Heiligkeit bringen. Deshalb hat man den
der Krankheit und Altersschwachheit verfallenen Mensch-Gott getötet und
seinen Kranz einem kräftigen Nachfolger übergeben.
In der germanischen Mythologie hatte sich die Angst und Furcht vor der
Welt gesteigert. Odin war alt und schwach. In dieser Situation wurde der
Tod Odins gefordert. Daher sind Odin und seine Götterfamilie ums Leben
gekommen. Danach erscheinen die Nachfolger-Götter wie Baldur, Hödur,
Modi und Magni in Ganzheit und Heiligkeit. Dadurch kann die Welt neugeboren und wieder geheil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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