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세 르네상스”의 실상과 그 문제점 

- 외국의， 륙히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미친 영향올 중심으로 

김 석 도 (서물대 교수) 

혜르만 혜세는 독일 작가 중 한국에서 가장 많이 원히는 시언 

이다. 혜세가 처읍 한국에 소개된 것온 1935년 독문학자 서항석 

이 번역한 그의 시 r안개 속에서 1m NebelJ l}를 흥해서 였다. 그 

이전에도 독문학자가 아닌 사랍들에 의해서 그의 작품이 ?Þ"이 

나 훌톰， 또는 .톰 형식으로 더러 소개되었으리라고 추정된다. 

그로부터 약 반세기가 정과하는 동안 그의 작품의 번역온 한국에 

서 실로 괄목할만한 신장세률 보였고， 작품의 종류도 소셜 일변 

도에서 평론， 수필， 기행문， 서한문 둥으로 다양화되었다. 그의 소 

설 r데미안」온 80년대 말까지 무려 67종이나 번역되었고 r청훈은 

아름다워라」와 『싣다르타」가 각 30종11'페터 카멘젠트」가 23종， 

r수레바퀴 밑에서」가 21종이나 출간되었으며 만년의 대작 r유리 

알 유회」도 9종， 화제의 작품 r황야의 이리」도 7종이나 출판되었 

다，2) 그리고 최근에 서울의 한 대형서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광복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50여년간 한국의 독자들이 가장 많 

이 읽은， 이른바 베스트셀러 작가 3인 중에 외국작가로서는 유일 

하게 혜세만이 톨어 있는 것올 보면 지금도 혜세는 변함없이 한 

국 독자들로부터 사랑받는 작가임율 알 수 있다. 헤세의 이런 인 

1) 서항석온 훤제목 “안개 속에서”톨 “안개 숙훌 걸용의 이상 야릇항이여” 
라고 바꾸어 r카톨릭 챙년 J (1935)지에 발표했용. 한국의 독어 톡푼학 관 

계 번역문헌 청보(이충섭 엮용)， 한국폼화사 1987, 532쪽 창조. 
2) 같용 책 570쪽-않8쪽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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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한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를 보 

면， 혜세의 성가가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올 정도로 높아서 그의 

작품의 판매실적이 무려 600만부에 이른다는 경이적인 보고까지 

나와 었다.3) 그밖의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그의 작품들은 독 

자틀로부터 열렬한 사랑올 받으며 꾸준히 인기를 누려왔다. 혜세 

의 작품은 동양뿐만 아니라 유럽， 남미에 이르기까지 세계 49개 

국어로 번역되어 있어 그의 독자들은 동서양에 걸쳐 그야말로 범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유럽 

의 경우를 보면 1972년 - 1973년에 오스트리아， 스위스 둥의 독 

일어권에서만 80만부가 팔렸었는데， 특히 오스트리아에서는 그의 

작품이 한때 완전히 서점의 “쇼윈도롤 지배했었고"4) 서로 체제 

가 달라 대치관계에 었던 구 동독에서까지도 그의 r나르찌스와 

골트문트」가 한때는 베스트 셀러의 톱을 장식했었다. 그밖의 유 

럽의 다른 나라들， 예컨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혜댄， 유고， 

핀랜드와 멀리 카나다에서도 혜세는 “독자의 우상적 존재 "5)였으 

며 심지어 사회주의의 종주국이었던 구 소련에서도 미래의 정신 

적 유토피아률 그린 그의 소설 r유리알 유회」가 10만부나 판매되 

었는데， 이 10만부라는 부수는 이 소셜의 성격상， 그리고 소련이 

경직된 공산주의 체제의 국가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놀라운 판매실적이었다. 이렇게 범세계적으로 일어난， 

“거의 대홍수와 같은 혜세 수용 6)의 열기는 마침내 1960년대 중 

반에 접어들면서 미합중국에서 최고조에 달해 이른바 “혜세 르네 

상스 Hesse-Renaissance" 시대를 열게 되었다. 헤세 작품의 출 

판권자인 주어캄프함에 의하면， 1973년까지 미국에서의 혜세 작 

품의 총 판매고는 무려 800만부에 달했는데， 그 중 r황야의 이리」 

3) V gl. Bemhard Zeller: Hermann Hesse in Selbstzeugnissen und Bilddo
kumenten. S. 159. 

4) Ebd. 
5) Hermann Hesses weltweite Wirkung. Intemationale Rezeptionsge

schichte. hrsg. von Martin pf밍fer. S. 100. 
6) Bemhard Zeller: Hermann Hesse in Selbstzeugnissen und Bilddoku

menten. S.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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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약 200만부였고 r싣다르타」가 약 300만부였다고 하며 r황야의 

이리」의 경우 1969년 한 해 동안 월간 매상고가 약 36만부에 이 

르렀다고 하니 미국에서의 혜째 붐이 얼마나 폭발척이었던가롤 

짐작할 수 었다. 전 세계에 걸친 이런 혜세 봄율 마르틴 파이퍼는 

그가 편집한 3권의 책자로7) 중언하고 었다. 

그런데 한 가지 혹이한 점온 혜세 작폼의 선호경향에서 동서양 

이 뚜렷이 대조률 이루고 있는 사실이다. 한국이나 일본 풍 동양 

권에서는 대체로 r페터 카맨씬트"，09(4)， r수레바퀴 밑에서」 

(1906>, r크눌프.1 (915)， r 데미안"， (1919) 둥의 전기 작품이 많이 

얽혀고 있는 반면에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r황야의 이리"， (927) ， 

r나르찌스와 골트문트"， (930)， r유리알 유회"， 0없3) 둥의 후기 작 

품들율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경향이다. 혜세의 전기 작품들온 대 

개 유려한 자연묘사률 배경으로 주인공인 청소년졸이 주위세계 

와 겪는 갈둥， 마찰， 대립율 감상적인 필치로 그려나가면서 잘못 

된 사회적 관습이나 풍념으로 그들이 부딪치는 쓰라린 좌절과.고 

뇌의 체험융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 륙징이다. 이에 반해 그의 후 

기 작품들은 r나르찍스와 꿀트문트」롤 제외하고 대개는 시대나 

문명의 위기에 직면한 인간의 방황， 절망이나 또는 그것올 극복 

하려는 강한 의지와 몸부림을 다루고 있는 것이 그 톡징이다. 다 

시 말하면 전자에서는 개인의 운명율 형상화하는 데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후자에서는 개인과 사회와의 판계훌 규명하는 데 

얘 집중척으로 죠명이 가해지고 있다. 이런 동서양 간의 작품션 

호의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공통된 현상은 그의 애독자률 

이 통서양율 막론하고 압도척으로 청소년충에 많이 편중되어 었 

다는 사실이다. 바로 이 정이 혜째 문학이 지닌 큰 강점이자 동시 

에 큰 약정이기도 하다. 어쨌툰， 스스로 .. 까다롭고 냉소받는 개인 

주의자"8)임을 자처하며 R훌훌나 여론에 영합합이 없이 꿋꿋이 자 

기 자신의 길만을， 다시 말하면 그의 ‘내면으로의 길’만을 걸으 

7) Hermann Hes앓s w밍tw밍te Wirkung. Internationale Rezeptionslle
schichte. Erster Band / Zweiter Band / Dritter B월ld. 앉811. von Martin 
Pfeifer. 

8) Hermann Hesse: Briefe. GS. Bd. 7. S.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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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 체험을 自톨的으로 형상화하는 그의 작품들이， 혜세 자신 

의 표현올 빌리면 “영혼의 훌白 "9)에 지나지 않는 그의 소셜들이 

어떻게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열광적인 反톨올 불러 일으켰을까? 

이 글은 우선 이런 의문부터 풀어 나가면서 그의 문학작품이 

미국에서 열광적으로 수용된 배경과 그 실상， 그리고 그 배후에 

숨겨진 문제점올 분석해 보고 아울러 미국의 젊은이들이， 특히 

히피족들이 그들의 성경처럼 신성시하던 r황야의 이리」는 어떤 

작품이며 이 작품의 어떤 요소가 그들에게 그런 깊온 영향력올 

행사했는가도 규명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혜세 르네상스”라는 회오리 바람이 일고 있을 때 독일에서는 혜 

세가 어떤 명가롤 받고 있었고 미국의 혜세 열기에 대해 어떤 반 

용을 보였는가도 살펴 보고자 한다. 

H 

청소년총의 독자가 문학작품율 수용할 때는 일반척으로 그 작 

품이 지닌 문학성， 이훌테면 그 작품의 구성미나 소셜기법， 그 작 

품에 구사된 언어의 아륨다움보다는 오히려 작품의 내용이나 작 

가가 걸어온 길， 작품 경향， 그리고 작가의 인생관이나 세계판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즉 그들의 작품선태이나 수용의 기준은 

문학외척인 것에 더 비중이 두어지는 경향이 있다. 혜세의 작품 

이 젊은 세대들의 관심올 끌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런 문학외적 

인 요소에 있옴올 알 수 있다. 우선 혜세의 작품에는 다른 독일 

작가들이나 유럽 작가들에서 찾아보기 힘든 몇가지 특정， 즉 동 

양적 요소와 인간학적인 요소가 깊이 반영되어 있는 정이 청소년 

들의 관심을 끄는 첫번째 이유인 것 같다. 혜세 훌흉에서 발견되 

는 국제성， 그의 조부모나 양친들의 인도에서의 선교활동， 그리고 

혜세 자신의 인도철학， 중국사상에 대한 깊온 관심과 오랜 연구 

퉁이 종합척으로 結뼈되어 깊숙히 스며들어 있는 그의 작품들은 

9) Hennann Hesse: Betrachtungen, Vorrede eines Dichters zu seinen aus
gew밟llten Werken. GS. Bd. 7. S.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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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t훌의 젊은이들에게는 생소한 이국정서나 또는 아주 상이한 문 

화권에 대한 그들의 호기심올 자극하고 아시아의 청소년들에게 

는 그것이 그들을 길러낸 정신적 토양이라는 점에서 아주 친근한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두변째 이유는 그의 작품에 둥장하는 

주인공툴은 대개 전쟁이나 폭력의 무의미함에 맞서서， 또는 인간 

을 획일화， 기계화하는 산업사회의 온갖 모순과 병폐에 대항해서， 

아니면 국가나 교회， 학교 또는 부모들의 부당한 횡포나 압력에 

항거하며 싸우는 유형의 인물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국가 권력의 

대외적인 악용으로 파국율 맞은 패전국 독일이나 일본의 청소년 

들에게， 베트남 전쟁에 대한 회의로 반전 분위기가 고조되던 

1960년대의 미국 청년률에게 크게 어필했고 또 산업현장에서 대 

량생산의 도구로 전락해 깊은 소외감에 빠져든 젊은이들이나 전 

근대적이고 파행적인 교육정책， 교사들의 위압적인 태도， 학부모 

들의 그릇된 교육열 때문에 신옴하고 있는 청소년롤에게 큰 공감 

올 불러 일으킬 수 있다. 혜세의 작품이 청소년돌에게 인기가 있 

는 또 다른 이유는， 혜세가 그외 작품에서 추구하고 있는 인간의 

개성화 과정이다. 혜세는 개인이나 인격의 멸렬한 용호차이며 대 

변자답게 그의 어느 작품에서나 다 어떤 집단이나 협동체에 자신 

올 내맡기지 않고 스스로 끊임없이 독서하고 사색하며， 그리고 

또 自쏠하고 고뇌하면서 자기 자신만의 길옳 걷고 그런 체험융 

통해 자신의 개성과 인격을 지키며 키워나가는 길율 다양하게 모 

색하고 또 제시하고 있다. 뿔만 아니라 이런 자기 모색의 노력을 

작품에서 뿔만 아니라 실제의 생활 속에서도 그는 .現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젊은 세대의 독자들에게는 큰 신뢰감올 심어줄 

수 있다. 그밖에 또 한 가지 이유률 더 들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의 작품이 지녀는 내용의 명이성이다. 그의 작품용 『황야의 이 

리」， 『유리알 유회」 동의 몇몇 작품율 제외하면 대체로 그 내용이 

비교적 평이한 면이어서 청소년돌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특정을 가지고 있고 이것 또한 젊온이들에게는 강한 홉인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E 혼히들 혜세 문학 

의 매력으로 그의 “언어의 힘 "10)이나 또는 그의 언어가 지닌 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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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도 지적하고 있지만， 이 언어 문제는 독일어가 모국어인 독 

일의 젊은이들이면 몰라도 외국의 청소년에게는 사실상 제대로 

전달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청소년들은 사물에 대한 파악이 감각적이고 즉흥적， 단정적이 

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사고도 아직은 얄고 피상척이기 때문 

에 그들이 해세의 작품올 수용할 때도 그들의 이런 결점온 여실 

히 나타나고 있다. 그 한 예가 바로 아시아의 청소년 독자들이 헤 

세률 동양적인 작가라고 간단히 단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혜세의 

세계관이 불교나 중국사상에 의해서만 형성되어 있다고 자의적 

으로 속단하는 경향이다. 혜세의 작품에서는 동양적인 요소가 많 

이 발견되고 그가 동양정신에 깊이 심취했던 것은 사실이다. 예 

를 들면 .. 인도의 詩”라는 부제까지 불은 『싣다르타」에서는 전반 

적으로 불교적인， 인도철학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그렇다고 

이 작품이 온전히 불교적인 세계관만을 그 토대로 하고 있다고 

규청할 수는 없다. 혜세는 어디까지나 유럽의 사회와 그 문화권 

에서 자기실현올 지향하는 과정에서 동양의 정신 속으로 깊이 혜 

치고 들어간 작가이다. 그래서 그의 세계관에는 동양의 정신도 

많이 혼입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토양은 서구 기독교 문화이 

다. 그래서 그가 궁극적으로 동경하며 추구하는 “새로운 낙원 "11) 

을， 즉 새로운 그의 이상을 그는 동양에서가 아니라 그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들 속에서 우리풀 자신의 북구의 미래 속에서 "12)만 

찾울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동양의 독자들이 

혜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혜세의 전기 작품만을 

읽고 그 속에 묘사된 주인공의 고독한 삶， 고향에 대한 애듯한 향 

수， 그리고 그들의 방황， 화컬의 인생역정과 그로 인해 빚어지는 

우수척， 감상척， 체념적 분위기가4혜세 분학의 특정올 대변한다고 

믿고 있는 점이다. 물론 이런 요소들도 혜세 문학에서 완전히 도 

외시할 수 없는 그의 혹징 중의 하나이긴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 

10) Siegfried Unseld: Begegnung mit Hennann Hesse. S. 239. 
11) Hennann Hesse: Bilderbuch, IndÌen. GW. Bd. 6. S. 283. 
12) E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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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 지엽적이고 표피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런 

것들을 확대 해석하여 그것올 혜세의 全.훌과 결부시키고 었다. 

말하자연 헤세라는 거대한 숲은 보지 못하고 그 안에 있는， 그들 

의 시선을 끄는， 어쩌면 그들약 센티멘탈리즘에 영합되는 아주 

작은 나무 몇 그루를 보고는 그것올 혜세라는 큰 숲이라고 단정 

해 버리는 것과 같은 오류롤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오류는 비 

단 동양의 청소년들에게서 뻗만 아니라 미국의 젊온이들에게서 

도 발견되고 있다. 혜세의 후기 작품 중 r황야외 이리」에 열광적 

인 반용을 보였던 미국의 젊온 독자둘도 이 작품에서 시도되고 

있는 몇가지 사소한 약물사용의 실험올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 

여 그것이 마치 이 작품의 핵심적인 중요한 요소인 것처럼， 더 나 

아가서는 혜세가 환각제 사용의 열렬한 지지자인 것처럼 오해하 

고 있는 것이다. 결국 그들은 혜세훌을 자신들의 사고나‘ 자신들 

의 목적에 부합되게 변조합으로써 그것을 일그러뜨리고 말았던 

것이다. 하지만 혜세는 그럽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청소년툴율 일 

단 문학의 영역 안으로 끌어 들이는 데에 성공했고 거기서 진일 

보하여 그돌이 원하는 것을 문학올 통해 충족시켜 줌으로써 문학 

이 가진 중요한 활를t.的 기능의 일단을 구현한 엠이다. 성장기 

의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이 좋아하는 작가에게서 인생의 

선험자로서의 어떤 훌示롤 기대하고 또 그 작가의 체혐의 표백인 

작품에서는 자신들의 회의， 갈퉁， 고뇌에 대한 올바른 처방이나 

해답율 구한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찾아 방황하는 젊온 영혼 

들의 환회와 슬품을 진솔하게 그리고 있는 혜세의 작품이야말로 

그들에게 삶의 방향과 시련， 고뇌훌 흉한 자기극복이나 자기향상 

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최상의 안내서가 될 수 있다. 이와 같 

이 혜세의 젊온 독자률은 언채나 그의 작폼 속에서 자신롤과 똑 

같이 고민하고 좌절하는 젊용 주인공률율， 어떻게 보면 바로 그 

들 자신의 또 하나의 자화상을 만날 수 있기 때운에 그의 작품에 

깊이 공감하고 열광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학 작품에서 이렇게 

삶의 구원자나 고뇌훌 치유하는 청신요법의 전문의와 만나기률 

바라거나 어떤 위안이나 보상율 기대하는 젊온 충의 독자률에게 



벼|세 르네상스’의 허상과 그 운제점 123 

는 사실상 그 작홈외 “미적 규범이나 구성 법칙， 언어구조"13)같 

은 것은 전혀 관심밖의 일일 수 밖에 없다. 그대신 그들의 작품 

수용에서 결정적인 의미률 가지는 것은 바로 그들 개개인의 “그 

때 그때 의 체 혐 의 배 경 der jeweilige Erlebenshintergrund" 14)이 

다. 베른하르트 첼러는 그들의 이런 체험의 배경이 작품에 대한 

반옹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는데，15) 그의 이런 견해 

는 미국의 젊은이들이 r황야의 이리」에 대해 보인 반웅에서 그 

타당성이 업중되고 있다. 

III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46년애 혜세가 전후 최초로 노벨문 

학상을 수상했을 때 미국의 일반 독자들에게 혜세는 미지의 작가 

였다. 1923년에서 1932년 사이에 이미 혜세의 『데미안』， 『황야의 

이리」 둥 몇개의 작품들이 미국에서 번역， 출간되었고 종전 전까 

지 토마스 만， 헨리 밀러를 중심으로 미국 독자들에게 혜세률 알 

리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그것은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그 

리고 미국 대학의 독문학자들도 일찍부터 혜세에 대해 주목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관심도 대학이라는 옳타리률 넘어 일반 독자들 

에게 전달되지는 못했다. 이런 다각적인 노력의 실때는 결국 외 

국의 작가가 미국 독자들의 관심권 안으로 진입하는 데는 미국 

대중매체의 호의적인 반용과 지원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 

실율 입중한 셈이다. 이렇게 미국 내에서 헤세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이 가시화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혜세가 미합중국에 

관심율 가지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미합중국도 혜세에게 관 

심을 가지지 않았다"16)고 한 지그프리트 훈첼트의 말이 껄득력올 

얻는 듯했다. 

13) Bernhard Zeller: Hermann Hesse in Selbstzeugnissen und Bild-
dokumenten. S. 159. 

14) Ebd. S. 160. 
15) Vgl. ebd. 
16) Siegfried Unseld: Hermann Hesse. Eine Werkgeschichte. S.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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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50년대에서 60년댐에 걸쳐 미국에서 기존의 보수문 

화에 대한 反문화( Counterculture) 운동이 확산되면서 그 양상이 

아주 달라졌다. 이 반문화 운동은 50년대 중반에 현대 산업사회 

와 기성세대의 질서， 도덕에 반기를 들었던 젊은 작가들에 의해 

주도되던 비트 운동(Beat Movement)과 60년대 중반에 획일적인 

시민생활에서 벗어나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구호를 외치며 전쟁 

과 기계문명， 그리고 상업주의롤 거부하던 청소년들의 집단， 이른 

바 히피족들이 벌인 저항운동이 그 주류훌 이루고 있었다. 이들 

反문화적인 저항세력들은 경쟁과 능률만을 추구하는 산업사회에 

대한 소외감과 무력감，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인종적， 계충적 갈둥， 

미국의 베트남률 참전 둥 보수적 지배문화에 대항하면서 모든 사 

회적 속박과 합리적 사고로부터 자신올 해방하여 마옵 내키는대 

로 산다는 신조률 내걸고 일종의 현실도피적인 자기충족올 추구 

했다. 그래서 그들은 거첨없이 재즈 옴악， 마약， 알롤， 섹스에 탑 

닉했고 선불교나 명상에 깊이 빠져들기도 했으며 장발과 턱수염， 

괴상한 복장으로 거리를 누비고 다녔다. 그들의 이런 자유분방한 

생활태도는 욕구불만의 많은 청소년들을 포섭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하여 그들의 주장과 생활태도는 런던， 파리 둥으로 확산되면 

서 하나의 문화척 양식으로 자리잡아 갔다. 미국에서의 혜세 붐 

은 바로 이 反文化 운동의 물결율 타고 60년대 중반에서 70년대 

초반에 걸쳐 최고조에 달해 외국작가로서는 출판사상 그 유례가 

드문 이른바 “혜세 르네상스” 시대를 열게 되었다. 이 기간에 미 

국에서 판매된 혜세 작품의 총 때상고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800 
만부에 달했고 r황야의 이리」는 포켓판으로 69년 한 해 동안 월 

간 매상고가 약 36만부롤 기록했다는 사실온 전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경이적인 사건이었다. 그래서 그는 불과 몇년 사이에 미 

국에서 최근 100년 동안 “가장 많이 얽히고 가장 많이 번역된 유 

럽의 작가"17)로 부상했던 것이다. 이렇게 혜세의 작품이 “갑작스 

러운 대규모의 반향"18)을 불러 일으킨 이유는 복합적이다. 후툴 

17) Bernhard Zeller: Hermann Hesse in Selbstzeugnissen und Bilddoku
menten. S.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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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콰스터는 그 이유를 대중， 학자， 출판사라는 3위 일체의 작용 

에서 찾고 있지만19)， 이 3자 중 학자의 경우는 헤세 붐이 상당히 

성숙한 후 개업한 경우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대중， 출 

판사와 그 당시 미국의 역사적， 사회적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 

한 결과라고 볼 수 었다. 그런데 미국의 헤세 붐에 공헌한 사람으 

로서 영국의 신예 평론가인 콜린 윌슨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는 

그의 화제의 평론서 『아웃사이더 The Outsider.l에서 헤세를 위 

해 .. 낭만적 아웃사이더”라는 하나의 .을 제공하고 헤세의 문학 

세계에 대한 분석에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비트 문학 운 

동이 시작된 1956년에 발간된 이 책은 그때까지 미국인들에게 거 

의 신비의 베일에 가려었던 혜세의 문학세계를 구체적으로 분석 

하여 비트족이나 히피족은 물론 일반 청소년들에게도 헤세에 대 

한 호기심율 유발시켰고 혜세 독자들에게 그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크게 기여했다. 윌슨은 이 책에서 혜세률 현대홀 대변하는 철 

저한 아웃사이더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또 그는 혜세야말로 기성 

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현대의 모든 질서률 적대시하는 반항아이 

고 자신의 내면세계 속으로 깊이 풀어가 오로지 삶의 궁극척인 

문제，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의 근거와 목적규명에 진지하게 

부딪치는 정열적이고 용기있는 실존주의자라고 말했다. 헤세에 

대한 그의 “아웃사이더훨”은 후에 미국의 反文化 운동가들에게 

그들의 방향 셜정파 행동강령의 정립에 많은 영향올 미쳤다. 이 

들 미국의 젊은이들은 헤세의 작품에서 줄기찬 문명비판， 전체주 

의적인 것， 권위주의적인 것， 지배적인 것에 대한 완강한 거부， 평 

화에 대한 열렬한 지지， 그리고 투철한 세계시민 의식과 개인이 

나 인격의 자유률 지키려는 결연한 의지롤 발견했다. 뿔만 아니 

라 그 속에서 그졸의 관심의 대상이던 정신분석학과 무의식의 세 

계에 대한 묘사， 그들이 동경하던 동양적 정서와 불교철학과도 

만날 수 있었다. 결국 그들은 혜세의 작품 속에서 그들의 이념， 

18) Ebd 
19) Rudolf Koester: USA. ln: Hermann Hesses weltweite Wirkung. lnter

nationale Rezeptionsgeschichte. hrsg. von Volker Michels. S.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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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이상과 목적율 확인힐 수 있었다. 

콜린 윌슨에 못지 않게 미국의 혜세 봅에 크게 이바지한 또 한 

사랍은 하바드 대학의 인류화 강사였던 티모시 러리였다. 러리는 

학자이고 저술가일 뿔만 아니라 히피들의 리더로서 그 당시 미국 

의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력율 미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는 

혜세의 『황야의 이리」와 r싣다르타」어l 크게 매료되어 그를 따르 

는 히피들에게 이 두 작품을 적극 추천했다. 그리하여 하루 아첨 

에 『황야의 이리」는 그률의 성서처럽 취급되었다. 뽕만 아니라 

러리는 “카스타리아 Kastalia"라는 이륨의 부족집회를 개최하여 

마약에 의한 의식확대의 •• 율 실시하기까지 했다. 그는 혜세툴 

.‘환각 체혐의 최고 지도자"20)라고 부르며 그툴 사이키데릭 세대 

의 우상으로 받들었고 r황야의 이리」는 그돌이 환각 파티률 열기 

전에 꼭 읽어야할 필독의 책이 되었다. 이런 일련의 행위들은 혜 

세에 대한 오해의 차원을 넘어 그에 대한 중대한 보독이었다 r황 

야의 이리」에 나오는 환각제 사용은 주인공 하리 할러의 고정관 

념， 다시 말하면 자신이 ‘이리’와 ‘인간’으로 양분되었다는 일종 

의 망상을 파괴하기 위해 혜세가 심충심리학에 의거하여 실험적 

으로 도입한 하나의 시도에 불과한 것이다. 말하자연 약물을 이 

용한 인간의 의식확대률 통해 상실한 혼의 통일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툴 다루기 위해 사용한 소도구인 것이다. 이 작 

품의 ‘마술극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현대의 사이키데릭 실험 

과 많온 유사성율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다만 혜세의 비상한 상 

상력에 의해 선취된 실험적 확상일 뿔이다. 작가의 어떤 착상이 

작품 속에 투사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그의 직접객인 체험에 근거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로 혜세는 그런 약물율 복용 

한 사실도 없고 그런 환각제의 사용율 남에게 권장한 일도 없다. 

전쟁이나 폭력에 대한 두려용， 국가의 전농함에 대한 회의， 지나 

친 물질화에 의해 R톰훼JIÞ化가 가속화되어 가는 사회현상에 대한 

20) Timothy Leary: Meisterfllhrer zum psyched리ischen Erlebnis. In: 
Materi허ien zu Hermann Hesses <Der Steppenwoκ>. hrsg. von Volker 
Michels. S.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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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 퉁이 이들 젊온이들율 자기 중심적， 자결적， 무정부주의적 

인 투쟁으로 내몰았고 그들율 젓누르는 불안감， 위기감으로부터 

탈출할 출구가 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했올 것이다. 그들이 말하 

는 자기해방은 결국 환각제나 알콜 둥에 의한 자기마취， 즉 감각 

적 세계 속으로의 도피였던 것이다. 그률은 『황야의 이리」 속의 

‘마술극장’에서 이런 자기도취의 황훌한 세계를 발견하고는 이 

작품을 통해 그들의 약물사용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 

다. 그리고 그들은 혜세의 작품 속에서 발견한 ‘내면으로의 길’ 

을 그들이 컬어야 할 길이라고 믿었다. 모든 외적인 제약이나 속 

박올 파감하게 타파하고 오로지 자기 내부의 법칙이 명하는 대 

로， 자기 내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며 자기탐구 

의 길올 걸은 혜세가 그들의 자기해방 그들의 자기겔현을 위한 

훌훌이었다. 그러나 혜세의 ‘내면으로의 길’은 그들이 생각한 그 

런 퇴폐적인 차아도취， 자기망각의 길은 아니었다. 그의 길은 치 

열한 자기와의 대결을 전제로 한 처절하고도 준엄한 “자기비판과 

자기 심 판 Selbstkritik, Selbstgericht" 21)의 길 이 었 다. 그 것 은 헤 세 

자신의 표현에 의하면 “지옥을 통과하는 것 Gang durch die 

Hölle"22}과 다를바 없는 인고의 길이었다. 결국 미국의 히피들은 

이 작품의 본질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작품 중에서 그들 

의 목적이나 이상에 부합되는 부분만을 취해서 그것올 확대해석 

하여 부각시켰던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혜세훌올 자의적으 

로 왜곡시켰고 그의 진면목을 훼손시켰다. 이와 같이 과열된 헤 

세 숭배가 미국 독서계에 이상기류를 형성하자 혜세 붐을 바라보 

던 미국 학계의 시각도 달라졌다. 테오도르 찌올코브스키는 혜세 

가 미국에서 각광을 받은 배경은 일반적으로 문학에서 적용되는 

척도가 미국의 독자들에게 적용되지 않고 그 수용이 문화적인 것 

에 화우된 데에 있음을 인정했고23) 이런 현상올 폴크마 산더는 

21) Gerhard Kirchhoff: Kurzgefaßter Versuch über Leben und Werk 
Hermann Hesses. In: Ûber Hermann Hesse. Zweiter Band. S. 17. 

22) Hermann Hesse: Der Steppenwolf. GW. Bd. 7. S. 203. 
23퍼) Vg밍1. Bemha없I펴ù Ze리11<뻐le하r: H앙enπmann Hesse 1뻐8'’7ππTηπππ7-’-1’ 

L냐eb뾰en떠s’ des Werkes u. seiner Wirkung. S.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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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적 영 향의 문학 외 적 영 향에 의 종속"24) 혐상이 라고 비 판했 

다. 뿔만 아니라 지크리트 마이어는 혜세 작품의 어떤 부분은 이 

미 “미 국적 문화현상"25)이 되 어 버 렸다고까지 했다. 그리 고 루돌 

프 혜스터는 히피들의 헤세 수용은 문학의 범주에서 완전히 벗어 

난 일종의 광신적 우상숭배라고 비판하면서 미국의 혜세 홈홉들 

은 “이 작가를 문예비평의 영역에서 끌어내어 신성불가침의 경건 

한 판테온에 모셔놓았다"26)라고 비난했다. 

미국 젊은이돌의 이런 소모척이고 예배적인 혜세 숭배는 혜세 

에 대해 부청적인 견해롤 가졌던 학자돌율 자극했다. 제프리 세 

몬스 Jeffrey L. Sammons는 헤세의 수사법온 독일의 젊은 나치 

스 친위대의 수사법과 구별할 수 없다고까지 혹평했다.zn 그러나 

혜세에 대한 일부의 이런 경멸적인 명가도 미국 젊온이들의 혜세 

열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오히려 이 열기눈 대학 

의 울타리 넘어까지 파급되어 대학마다 짧막한 주석이나 해셜이 

불은 혜세의 작품들을 다루어 출간했고 그에 대한 학술논문들도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괄목할 큰 성과훌 거두었다. 이 

런 혜셰 붐은 미국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고 그후 1970년대에 다 

시 대서양을 건너 독일어권으로 혈파급되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혜세 자신온 이런 파격적인 수용의 기현 

상에 대해 곤혹스러옴올 느꼈옴인지 침묵으로만 일판했었다. 자 

신의 고뇌에 찬 체험의 편련들이 이렇게 포켓 북이라는 그릇에 

담겨 대량으로 투매되는 그 자체에 대해서 그는 혐오감올 느꼈 

24) Volkmar Sander: Zur Rezeption der deutschen Literatur in Amerika. 
In: Theorie und Kritik. Zur vergleichenden und neueren deutschen 
Literatur, hrsg. von 5tefan Grunwald mit Bruce A. Beatie. S. 59. 

25) Sigrid Mayer: Die Hesse-Rezeption in den Vereinigten Staaten. In: 
H.L. Amold; Text + Kritik 10/11. H.H. , S. 86. 

26) Rudolf Koester: USA. In: Hermann Hesses weltweite Wirkung. 
Intemationale Rezeptionsgeschichte, hrsg. von Martin Pfeifer. S. 164. 

'2:7> V gl. Jeffrey L. Sammons: Hermann Hesse and the Over-Thirty 
Germanist. In: Hesse. A Collection of Critica1 Essays, hrsg. von 
Theodore Ziolkowski. New Jersey, Prentice-Ha11 1973. Zi디eπ nach 
Rudolf Koester: USA. S.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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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가 바란 것은 오직 독자들의 진지함과 질이었다. 그래서 그 

는 미국의 영화감독으로부터 『싣다르타」와 『황야의 이리』에 대 

해 영화화 제의를 받았을 때 단호히 거부했다. 그는 순수 언어예 

술인 문학이 ‘재료’로 남용되어서는 안되고 다른 예술에 의해 그 

수단으로 착취되어서도 안된다는 자신의 확고한 입장올 밝히고 

문학작품의 영화화는 결국 원작품을 펌하하는 야만행위라고 단 

정했다.잃) 그러나 이것은 그동안 착잡하고 불편했던 그의 심기를 

반영한 격렬한 항의였다. 

IV 

r황야의 이리 J(927)는 혜세가 그의 탄생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발표한 야심적인 작품이었다. 그러나 이 작품은 발표하자 

말자 거센 항의와 비난을 불러 일으켰다. 이 작품에 대한 비난은 

대체로 시대에 대한 일방적인 탄핵서다， 시대 정신에 대한 중대 

한 모독이다라는 내용의 따가운 질타였고， 심지어 명론가 빌헬륨 

그렌즈만은 이 작품을 한마디로 그의 작품 중 “가장 방종한 소 

셜 "29)이다라고 혹평했다. 그러나 작가， 명론가， 예술가들 중에는 

이 작품에 대해 찬사롤 보내는 사랍도 적지 않았다. 시인이며 극 

작가인 알프레트 볼웬슈타인은 이 작품올 과거의 홉홉性에서 완 

전히 탈피한 아주 높온 수준의 소셜이라고 명했고%)， 토마스 만 

은 이 작품은 “시대와 세계에 대한 신비롭고도 그리움으로 가득 

찬 흩反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 최고의， 가장 순수하고 정열적 

인 시도와 노력의 하나"31)라고 찬사롤 아끼지 않았다. 

이 작품의 주인공 하리 할러는 마치 황야를 헤매다가 길을 잃 

28) V gl. Hennann Hesse: Briefe. Erweiterte Ausgabe. S. 327. 
29) Wilhelm Grenzmann: Deutsche Dichtung der Gegenwart. Frankfurt 없n 

Main 1953. S. 105. 
30) Vgl. Bemhard Zeller: Hermann Hesse in Selbstzeugnissen und Bild

dokumenten. Zeugnisse; Alfred Wolfenstein. S. 167. 
31) Thomas Mann: Hermann Hesse. Zum siebzigsten Geburtstag. In: 

Thomas Mann, Altes und Neues. S. Fischer Verlag 1961. S.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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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문명세계 속으로 잘못 들어온 야수처럼 시민생활에 척용하지 

못하고 그 주변올 떠돌다가 점점 그 사회에서 소외되어 간다. 그 

러나 그의 안의 ‘인간 할러’는 철학척인 사유률 즐기는 ’‘사색의 

인간 Gedankenmensch ’ 32)으로서 시민사회롤 고향처럼 동경한다. 

그러나 그의 안의 다른 ‘이리 할러’는 야행성 동몰처럼 낮보다 

밤을 더 좋아하는 “저 녁 의 인간 Abendmensch"잃)으로서 시 민적 

질서롤 적대시하고 부정한다. 이와 같이 그는 자신이 ‘인간 할 

러’와 ‘이리 할러’로 양분되어 있다는 깊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말하자연 그는 자기분열중으로 신옴하고 있는 신경중 환자 

이다. 이런 그의 2중 인격척 성향온 바로 그의 마옴이 두 개의 영 

역으로， 즉 “정신적인 것으로 접근하려는 시도， 성자의 이상에 헌 

신할 가능성”쩌)을 가지는 영역， 즉 ‘인간’의 영역파 “본농 생활 

에， 감각의 요구에 폼을 맡겨 순간적인 쾌락을 얻는데 포든 노력 

올 기울일 가능성 "35)을 가지는 영역 즉 ‘이리.의 영역으로 양분 

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 가정에서 엄격한 종교적 윤리관의 

지배하에 자라 온 그는 전자의 영역， 다시 말하면 ‘청신’만율 고 

도로 해방시켜 왔고 그 반대의， 생명의 직접적인 표현인 ‘감성’ 

의 영역올 의식적으로 억제하고 배제해 왔다. 그러나 이 ‘감성’ 

이 끊임없이 반발하며 해방올 요구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온 평온 

올 잃는다. 바로 이런 혼의 통일성 상실에 그의 신경병온 기인한 

다. 그러나 이런 신청병온 할러라는 “한 개인의 단순한 병척 공 

상"36)이 아니고 “시대 그 자체의 병， 할러가 속한 세대의 신경병” 

37)이다. 혜세는 그것을 정신과 물질， 유럽의 전풍적 정신문화와 

미국적인 감성문화， 서로 대치되는 상이한 이데율로기， 구 시대와 

신 시대의 충돌로 극도로 자기 분열중적 혼란에 빼진 시대가 앓 

고 있는 질뱅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작가 자신 

32) Hermann Hesse: Der s~마>enwolf. GW. Bd. 7. S. 192. 
33) Ebd. S. 227. 
34) Ebd. S. 234. 
35) Ebd. 
36) Ebd. S. 203. 
37) E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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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신인 할러의 병율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룰 철저히 해부， 분 

석할 수 밖에 없고 그것이 또한 시대병올 치유， 극복할 수 있는 

길임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이런 활러의 자기 분석은 곧 이 작 

품의 주제인 ‘자기와의 만남’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그것은 무한 

한 인내와 지욱올 통과하는 것에 비유되는 고통올 요구한다. 

혜세는 자신이 한 때 심취했던 칼 구스타프 융외 심충심리학적 

방법으로 할러가 안고 있는 고정판념은 결국 하나의 허구이고 착 

각이며， 인간의 영혼은 단순히 2원적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고 

“수많은 실로 짜여진 직물”잃)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로 이루 

어져 있다는 사실을 서서히 할러가 깨닫도록 이끌어 나간다. 그 

런 시도의 일환으로 ‘마술극장 Magisches Theater' 을 셜정하고 
그 무대 위에 색스폰 연주자 바블로， 무회 혜르미네， 창녀 마리아 

률 액스트라로 동장시켜 할러가 그의 영혼의 다양성율 직접 보고 

체험하도록 유도한다. 파블로가 할러에게 “나는 당신 자신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무 것도 당신에게 보여 줄 수 없습니다. 나 

는 당신 영혼 속의 훌훌말고는 아무 것도 당신에게 열어 보일 수 

가 없습니다"39)고 한 말은 마술극장은 할러가 자기와 만날 수 있 

게 배려된 초현실적이고 환상적인 무대이며 그 무대의 주인공은 

할러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들온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인물에 지 

나지 않옴을 강조하고 있다. 이 무대 위에서 그들이 어우러져 벌 

이는 감각적인 파티는 현대판 ‘발푸어기스의 밤 Walpurgisnacht’ 
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원색적이고 도취적인 감각세계의 향연 

이었다. 선정적인 춤， 째즈 옵악， 최연제， 아편， 액체 환각제， 호모 

섹스 퉁이 난무하는 무대 위에서 할러는 억압에서 해방된 ‘이리 

할러’률 보았고 온갖 욕망， 사악합， 모순 둥이 무질서하게 뒤엉킨 

그의 영혼의 심연과 그 심연 속에 흐르고 있는 “더려운 생성의 

江"40)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강이 모든 생명의 근원임올 알았다. 

이런 인식에 도달하면서 그의 고정관념의 껍질은 서서히 벗겨져 

38) Ebd. S. 244. 
39) Ebd. S. 366-367. 
40) Ebd. S.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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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간다. 그는 무대 위의 영상이나 자신의 상상 속에서 老괴테와 

모짜르트를 만나 그돌로부터 모든 대립， 갈둥， 분열올 초월할 수 

있는 유모어와 웃옴율 배훈다. 그가 오랜 방황과 고풍 물에 배운 

이 “눈물어린 웃음"41)은 이 지상의 모든 것올 포용하여 그것올 

숭인하고 긍정하며 그것과 화혜할 수 있는 초월자의 웃옴， 즉 “뼈 

現世的인 웃음"42)이 었다. 그는 이 웃옴올 통해 ”제2의 더욱 높은 

불멸의 세계 eine zweite, höhere, unvergängliche Welt'’ 43)를 지 

향한다. 

이런 과정에서 혜세는 시대의 추악한 혼돈상을 무자비하게 빼 

버해 내고 미구에 다가 올 새로운 전쟁을 예고하며 환경 파괴로 

자초한 심각한 공해 문제， 인구폭발， 핵전쟁의 위험 둥율 경고한 

다. 오늘날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들올 1920년대에 

이미 작품 속에서 거론한 것은 시대률 직시하는 혜세악 작가척 

투시력이 얼마나 날차로운가롤 중명하고 었다. 혜세의 이런 시대 

비판은 시대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훌발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의 

도는 시대률 위기에서 구하여 그것올 더욱 밝고 빛나는 미래로 

연계시키는 데에 있었다. 그래서 그는 독자들의 항의나 비난에 

대해서 ‘황야의 이리’의 생활 위에 “재2의 더욱 높은 불멸의 세 

계”가 서있다는 사실과 그의 고뇌에 찬 세계에 대해 ”긍정적이고 

명량한 홉시대적 신념의 세계 "44)가 대비되어 었다는 사실율 상기 

시키면서， 이 작품은 “고난에 대해 보고하고 있지만 결코 절망자 

의 책이 아니고 오히려 믿는 차의 책"쟁)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롤린 윌슨은 그의 문예 평론서 r아웃사이더」에서 하리 할러를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아웃사이더라고 규정하고 있다. 할러와 같 

은 국외자률온 기폰의 모든 가치와 질서률 부정하기 때문에 시민 

사회에서는 그들을 이단자로， 갱신병자로 박해하고 있지만 그들 

41) Ebd. S. 잃4. 

42) Ebd. S. 402. 
43) Hennann Hesse: Betrachtungen, Nachwort zum <Steppenwolf>. GS. 

Bd. 7. S. 413. 
44) Ebd. 
45) E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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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말로 현대사회의 대변자들이다. 시민사회는 그들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이단자들은 정신병원으로 보내야 한다고 역 

셀하지만 정작 정신병원으로 호송될 사랍은 다름아닌 그들 인사 

이더들이다. 아웃사이더들의 눈에는 그들이야말로 낡은 질서에 

얽매여 자유를 잃고 녹슨 기계처럽 살아가는. 병자로 보일 뿔이 

다. “강렬한 희생 대신에 보존과 안전 "46)만올 추구하는 인사이더 

들은 그들의 부르죠아 사회가 자신의 첨체한 무게에 억눌려 부 

패， 질식해가고 있는 사실조차도 눈치채지 못한다. 그러나 아웃사 

이더들은 바깥에 서서 시민사회 안의 혼돈율 칙시하고 노후한 사 

회조직 속에 신선한 혈액을 공급하여 그 부때를 막아주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부르죠아 사회의 支柱"47)이고 그들의 존재 없이 

는 부르죠아가 폰립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는 

그들을 멸시하고 박해한다. 그러나 그들은 온갖 고통올 다 감내 

하면서 시민사회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자신올 기꺼이 내던진 

다. 그것은 시민사회에 대한 그들의 뜨거운 사랑 때문이다. 혜째 

는 시민사회의 울타리 안에 갇히기에는 너무나 天分이 풍부하고 

自由훌률 의식이 강한 활러와 같은 존재들올 “너무 용적이 큰 인 

간들 Menschen mit einer Dimension zuvieI" 48)이 라고 규정 하고 
그들을 “고뇌의 천재 "49)들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혜세는 천재률 

언제나 “사랑의 힘 Liebeskraft" 50)이라고 정의하며 “인간성의 쇠 

퇴와 영락"51)울 막을 수 있는 것은 이런 천재들이 지닌 “사랑의 

마술”잃) 뿐이 라고 강조했다. 이 런 “사랑의 마술”에 의 해서 사회 

는 유지될 뿔만 아니라 조금썩 전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윌 

슨도 할러와 같은 아웃사이더들은 “사회의 정신적 추진력 die 

geistigen Motoren der Gesellschaft"않)이 며 사회 에 “톨的 에 너 지 

46) Hennann Hesse: Der Steppenwolf. GW. Bd. 7. S. 235. 
47) Colin Wilson: Der Outsider. Eine Diagnose des Menschen unserer Zeit. 

S.77. 
48) Hennann Hesse: Der Steppenwolf. GW. Bd 7. S. 342. 
49) Ebd. S. 191. 
50) Hennann Hesse: Briefe. GS. Bd. 7. S. 719. 
51) Ebd. S. 생3. 

52) E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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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lische Energie"54)활 공굽해 주는 중요한 폰재톨이라고 그들 

의 존재의의롤 높이 명가했다. 

스스로 문명사회의 이단자， 국외자임율 자처하던 미국의 젊온 

이들이， 특히 히피들이 이 r황야의 이리」에 열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틀은 그률이 찾던 명분， 그뜰이 나아갈 방향과 

행동지침， 그들의 이상과 목척이 이 작품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 

는 것올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혜세률 그률의 지도자로 숭앙 

했고 이 작품을 그들의 바이불이라고 불렀다. 윌슨도 이 작품을 

“혜세의 최후의 중요한 아웃사이더 연구서”뚝)라고까지 평했다. 

알프레트 볼펜슈타인옹 이 작품율 얽고 충격율 받았옴을 슐칙히 

시인하면서 “현대의 소란온 함께 동요하는 양상보다 한 사랍의 

걸출하고 성실한 시인의 이런 작품에 의해 더욱 뚜렷이 묘출된 

다얀i6)라고 말했고 토마스 만은， 이 작품온 그 대답한 톨.폼에서 

제임스 조이스의 『유리시즈」어l 비해 조금도 손색이 없다고 평가 

했다.57) 

V 

혼히 말하기률 혜세 문학온 시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각광을 

받는다고 한다. 이 말은 시대가 위기에 직면하여 사랍들에게 어 

떤 상살감이나 불안감이 고조될 때 그의 문학의 수용이 절정에 

달했다는 사실율 두고 한 말이다. 이 주장온 과거외 몇 차혜 실례 

에 의해 그 당위성이 업중되고 있다. 미국애서 혜세의 인기가 최 

고조에 달했을 때는 베트남 전쟁， 쿠바 해안봉쇄 둥으로 위기감 

이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있을 때였고 독일에서 1차 째계대전 칙 

53) Colin Wilson: Der Outsider. Eine Diagnose des Menschen unserer Zeit. 
S.77. 

54) E벼. 
55) Ebd. S. 81. 
56) Bernhard Zeller: Hennann Hes똥 in SeJbstzeugnissen und Bilddoku

menten. Zeugnisse; Alfred Wolfenstein. S. 167. 
57) Vgl. ebd. S.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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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와 2차 세계대전 직후 한때 혜세 작품의 판매고가 급격히 상숭 

했을 때는 패전으로 인한 국민들의 상실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 팽배해 있올 때였다. 이와 같이 불안한 시대에는 사랍들은， 특 

히 젊은이들은 명상시와 다른 정세와 어수선한 분위기 때문에 자 

기 확인의 기회를 얻기가 힘들어 자기 존재 의미에 대한 自問이 

정상적인 시대보다 전반적으로 홈폐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런 

자기 확인의 기회률 독서나 그밖의 다른 방법으로 얻으려고 한 

다. 이럴 때 혜세의 작품이 그들에게 큰 위안과 공감의 장올 마련 

해 주었던 것이다. 이미 『황야의 이리』에서 확인되었지만， 시대정 

신이 투철하고 시대에 대한 감웅력이 예민한 혜세의 작품에서는 

언제나 시대 속에서의 인간의 생존문제， 현실 속에서의 개인의 

자기실현 문제， 그리고 시대의 위기에 대한 끊임없는 경고와 그 

위기의 극복올 위한 그의 제언들올 만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작품에서는 시대나 현실과의 끊임없는 그의 “실존적 대결” 

58)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점이 그의 작품올 위기에 강한 

작품으로 만든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후 패전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한 

1950년 중엽부터 서독에서의 혜세의 문학적 훌톰는 조금씩 하강 

의 기미률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6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의 

작품의 수요는 현저하게 감소 추세를 보였고 60년대 중반에는 노 

벨문학상 수상자인 혜세의 인기가 어느새 서독의 한 신문사가 실 

시한 여론조사에서 그 이륨이 제외될 정도로 급격히 떨어졌다. 

주어캄프밟의 보고에 의하면， 1965년의 서독에서의 그의 작품 총 

매상고는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바로 이때가 미국에서는 “헤세 

르네상스”의 최절정기였으므로 헤세의 수용이 같은 시기에 두 

나라에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상반되는 양상올 띠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올 금할 수 없다. 이와 때를 같이 해서 서독의 일부 평론가 

들이나 지식층 사이에서 헤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리하여 혜세는 어느덧 시대에 뒤떨어진 2류 작가로 

58) Sigrid Mayer: Die Hesse-Rezeption in den Vereinigten Staaten. In: 
H.L. Arnold, Text + Kritik 10/1 1. H.H. S.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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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되며 동정적 냉소를 받았고 청소년들을 위한 통속작가로서 

지탄받기도 했으며 무명의 한 젊은 평론가로부터는 낭만주의의 

아류자라는 소리까지 듣게 되었다. 이 신진 평론가는 그의 저서 

59)에서 혜세의 문체를 새로운 시각에서 실중적으로 분석하여 신 

선한 충격을 던졌다. 그리고 평론가 에른스트 로버트 쿠르티우스 

도 혜셰 비판자들의 대멸에 끼어 혜세의 작품은 몇편을 제외하고 

는 거의 모두가 “自홉的인 단세포 생물의 外形톨 Autobio

graphische Ektoplasmen" 60)이고 “移홉한 이력서 transponierte 

Lebensläufe" 61)에 지나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뿔만 아니라 60년 

대 중반부터 사회적， 정치적 발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파격한 

변화롤 시도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가한 일부 과격 학생들의 집 

단， 이른바 의식화된 급진 좌파의 젊은이들까지 헤세롤 격렬하게 

비난했다. 그돌은 혜세를 “비정치적이고 세상 물정에 어두운 내 

면성의 낭만가이며 신비적， 형야상학적 몽상가"62)라고 몰아 세웠 

다. 혜세의 중요한 특정의 하나인 독일적인 내면성이 독일의 일 

부 젊은이들에게 헤세를 거부하는 중요한 한 요인으로 작용했지 

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의 젊은이들에게는 이것이 그들의 자 

기실현올 위한 중요한 지첨으로 환영받아 서로 묘한 대조를 이루 

었다. 이와 같이 자기 나라에서는 잊혀져 가는 과거의 작가처럼 

취급되던 혜셰가 미합중국에서 열광적인 환영율 받으며 출판계 

에 큰 회오리 바랍을 일으키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독일 쪽의 반 

옹은 냉답하면서도 어딘가 착잡하고 당혹스러워 하는 듯한 인상 

올 주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미국의 혜세 붐에 대한 독일의 반옹 

에는 미국적인 기현상， 또는 문화적 차이에서 야기된 돌출현상일 

것 이 라는 아주 “애 매 한 관념 eine nebelhafte. Vorstellung"63)이 

59) Karlheinz Deschner: Kitsch, Konvention und Kunst. Eine literarische 
Streitschrift. München 1952. 

60) Emst R얘eπ Cuπius: Hermann Hesse. In: Kritische Essays zur euro
päischen Literatur. S. 212. 

61) Ebd. 
62) Rudolf Koester: USA. In: Hermann Hesses weltweite Wirkung. Inter

nationaJe Rezeptionsgeschichte. Erster Band. Hrsg. von Martin Pfeifer. 
S.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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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런 모호한 반웅 뒤에 감추어진 독일인들 

의 자존심은 70년대 초반에 미국의 혜세 붐이 다시 독일어권으로 

역류하여 독일에까지 파급되자 여지없이 무너졌다. 독일의 평론 

계에서도 헤세 붐의 이 런 “행作用的 zurückgewirkt" 64)인 파급을 

이구동성으로 솔직히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다시 독일에서 헤세 

붐이 되살아 나면서 그의 작품의 판매실적도 비약적으로 급상숭 

하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혜세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도 활발하게 전개되었 

다. 이런 재평가 작업으로 헤세에 대한 종전의 부당한 편견들이 

차츰 사라지고 “낭만주의적 아나키스트얀ì5)로서의 그의 본질에 

초점이 맞추어지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헤세 유족들과 폴커 미 

켈스， 지크프리트 운첼트 둥의 혜세 연구가들 및 주어캄프 출판 

사의 노력으로 그때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거나 이미 잊혀진 작 

품들， 여러 책으로 분산되어 발표되었던 작품들과 수많은 미발표 

의 편지들이 체계적으로 수합， 정리되어 출간되었다. 그 결과로 

헤세에 관한 홉記的 자료들이 이전보다 더욱 확충되어 그의 문화 

세계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그리하여 한때 독자들의 기억에서 사라져 가는 듯했 

던 혜세는 마침내 서독에서도 제2의 르네상스를 맞이하게 되었 

다. 헤세는 이보다 40여년 전인 1920년대 말에 이미 그의 『세계문 

학 도서관.1 (929)이라는 글에서 문학작품의 受흉史는 彼狀的인 

성격올 띠고 있다는 사실올 인정했다. 그래서 그는， 문학작품에 

대한 평가는 시대와 정세에 따라 상숭과 하강의 곡선올 그리지 

만， 만약 그 작품이 진가를 인정받올 수 있는 소중한 “정신적 재 

보 Geistesgut" 66)라면 “이런 평가의 영원한 동요”하) 속에서도 결 

63) EIxI. S. 155. 
64) Bernha떠 Zeller: Hermann Hesse in Selbstzeugnissen und Bilddoku

menten. S. 162. 
65) Franz Baumer: Deutschland. In: Hermann Hesses weltweite Wirkung. 

Erster Band. S. 17. 
66) Hermann Hesse: Betrachtungen, Eine Bibliothek der Weltliteratur. GS. 

Bd. 7. S. 331. 
67) E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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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소멸되지 않고 인류의 귀중한 재고품으로 보관되어 었다가 언 

젠가 다시 독자들의 간절한 정신적 요구에 의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었고， 그의 이런 신념은 40여년만에 마침내 

그의 조국에서 현실화되었다. 

혜세의 독자가 청소년총에 편중되어 있다고 해서， 그의 작품이 

세계의 젊은이들로부터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다고 해서， 그리고 

그가 묘사하는 형상이나 상정세계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접근 

할 수 있게 평이하다고 해서， 더구나 그가 추구하는 문학세계가 

철저하게 개인의 옹호나 자아탐구의 방향만옳 지향하고 있다고 

해서 그를 청소년들을 위한 통속작가라고 낭만적 아류자， 또는 

내면성의 몽상가라고만 매도할 수 없다. 혜세에 대한 이런 일방 

적인 매도가 경솔한 속단의 소치였다는 사실이 70년대의 혜세 재 

평가에서 여실히 입중되었고 실추되었던 그의 문학적 명예도 회 

복되었지만 그동안 그가 입었던 상처는 결코 쉽게 아물 수가 없 

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자신에 대한 온갖 모욕적인 언사에 대 

해 침묵으로만 일관해오던 그가 아주 이례적으로 한 편지에서 

“시인의 책은 해셜도， 변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책들온 아주 

참율성이 있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책들이 어떤 값어 

치를 지니고 있다면 대개는 그것들에 관해 논쟁하는 사랍들 보다 

더 오래 살아 있올 것입니다 "68)라고 심경의 일단을 토로해 자신 

에 대해 왈가왈부하던 명룡계에 따끔한 일첨올 가하는 뼈아픈 말 

올 남겼다. 그러나 그에게 대한 편견과 비판이 평론계 일각을 지 

배하고 있올 때도 그를 적극적으로 지지， 옹호하거나 그의 작품 

세계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도 물론 많았다. 만프레트 하우스만 

은 헤세에 대한 증언에서 “그는 고뇌를 육체적인 것이나 정신적 

인 것이나 다 자기 자신과 不可分의 것으로， 그의 시인적 기질에 

속하는 것으로 받아 들인다"69)라고 말해， 그는 결코 통속작가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강조했고， 토마스 만은 혜세의 

68) Hennann Hesse: Briefe. Erweiterte Ausgabe. S. 376. 
69) Bemhard Zeller: Hennann Hesse in Selbstzeugnissen und Bilddoku

menten. Zeugnisse; Manfred Hausmann. S.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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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적인 내면성이 독일의 일부 젊은이들에게 헤세를 거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헤세가 가진 “즐겁고 자유로우 

며 정신적이라는 의미에서의 이 오랜 독일적 특성 "70)에 대해 큰 

공감을 표시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쿠르티우스의 헤세 비판을 

제3국 시대에 히틀러 치하에 있던 대다수 지식인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지 적 위 축 intellektuelle Schrumpfung"71)이 나 지 적 

“빈곤화 Verelendung"72)에서 나온 것이라고 맹공했다. 그리고 

페터 한트케는 “커다란 경탄과 점점 더해지는 호기심을 가지고” 

73) 헤세의 작품을 읽어 본 결과， 해세는 미국인들의 로맨틱한 관 

념에서 그쳐서는 안될 “이성적인 재검토할 만한 위대한 작가"74)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평했다. 

어쨌든 독일의 문학 작품이 동서양에 걸쳐 50여개국의 국어로 

번역되어 세계의 젊은이들 마음을 한때나마 사로잡았었다는 사 

실은， 그리고 독일 문학에 관한 한 황무지나 다름없던 미국 땅에 

독문학의 이미지를 강하게 심었다는 사실은， 더구나 세계가 인정 

하는 현대문명의 최중심부인 미국에서 독일 작품의 판매실적이 

그 나라 작가로서도 힘든 800만부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그곳 젊 

은 세대들에게 그야말로 “전격적인 영향 die elektrisierende 

Wirkung" 75)을 미쳤다는 사실은 고무적인 大흩훌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이 “헤세 르네상스”는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이면에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독일의 한 

시인이 독일 밖에서 불러 일으칸 “세계적인 反훌"76)이었다는 점 

70) Thomas Mann: Hermann Hesse. Zum siebzigsten Geburtstag. In: T. 
Mann. Altes und Neues. S. Fischer Verlag 1961. S. 214. 

71) Hermann Hesse - Thomas Mann Briefwechsel. S. 138 
72) Ebd. 
73) Bemhard Zeller: Hermann Hesse in Selbstzeugnissen und Bilddoku

menten. Zeugnisse; Peter Handke. S. 168. 
74) Ebd. 
75) Thomas Mann: Hermann Hesse. Zum siebzigsten Geburtstag. In: T. 

Mann, Altes und Neues. S. Fischer Verlag 1961. S. 215. 
76) Bemhard Zeller: Hermann Hesse in Selbstzeugnissen und Bilddoku

menten. S.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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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그리고 그것이 ”문학의 •• 史에서도 진기한 현상"77)이었 

다는 첩에서 독일의 문학사에서도 결쿄 가볍게만 볼 수 없는 획 

기적인 하나의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다. 

77) E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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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Hermann Hesses Wirkung auf die ausl설ndische， 

besonders amerikanische Jugend 

143 

Suck-Do Kim 

Hermann Hesse ist der in der Welt meistübersetzte und 
meistgelesene deutschsprachige Autor des 20. Jahrhunderts. 
Seine Bücher sind in etwa 50 Sprachen übersetzt worden und 
haben viele Jugendliche aller Welt begeistert. Seine Popularität 
erreichte in der zweiten Hälfte der sechziger und Anfang der 
siebziger J하lre ihren Höhepunkt. Damals wurden 8 Millionen 
Exemplare seiner Werke in den USA, und in Japan über 6 
Millionen verkauft. Aber diese erstaunliche Hesse-Rezeption 
beschränkte sich nicht auf die USA und auf Japan. Die 
Hesse-Welle gingen weiter in alle Welt. 

Die Hesse-Leser sind fast Jugendliche. Woher kommt 
eigentlich der Reiz seiner Dichtung, der die junge Lesergene
ration aller Welt anzieht? Es scheint mir, daß seine Anzie
hungskraft aus dem in seiner Seele bew삶1πen Jüngling 
kommt. Dieser “unsterbliche Jüngling" in ihm 1낄ßt die jungen 
Leser mit seiner Dichtung sympathisieren. Und in seinen 
Schriften findet die Jugend ihre eigenen lnteressen, Träume, 
Sehnsucht und ihre eigenen Leiden dargestellt. Aber die junge 
Leserschaft hat meistens die Neigung, daß sie bei der Auf
nahme und Wertung eines Werkes eher von dem Außerlitera
rischen, 외s von den ästhetischen Normen des Werkes beein
flußt wird. Sie interessiert sich in erster Linie für die Ten
denzen und für den lnhalt des Werkes und für die Wel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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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auung des Autors. 
Hesse ist der konsequente Individualist, der nur “einem ein

zigen, unbedingt heiligen Gesetz in sich selbst". ohne Rücksicht 
auf das äußerliche Geheiß gehorcht. Er geht nur seinen eigenen 
“Weg nach innen". Femer ist er inbrünstiger Pazifist, sowie 
Zivilisationskritiker, der Gegner alles Autorit허rischen und 
Herrschenden. Daher ist er sozusagen der Typ eines trotzigen 
Menschen. Er erstrebt immer “die freie Verwirklichung der 
jedermann eigenen Individualität". Sein Protest gegen den 
Krieg, sein Zweifel an den politischen Verhältnissen der. Zeit 
und seine Auflehnung gegen die bestehende Ordnung - alle 
diese übten gewaltige Wirkung auf die junge Leserschicht, 
besonders auf die amerikanischen jungen Leser, die gegen den 
Vietnam-Krieg protestierten und sich an der Gegenkultur-Be
wegung beteiligte. Außerdem zeigte das amerikanische junge 
Lesepublikum großes Interesse für Hesses Beschäftigung mit 
der Psychoanalyse, die damals die Jugend in den USA bezau
berte. Und den jungen Lesem in Ostasien stand die Philosophie 
seiner späten Romane und Gedichte sehr nahe, denn er hat 
beträchtliche Impulse von dem Buddhismus und von den chi
nesischen Gedanken in seine Werke aufgenommen. Deshalb 
glaubten die jungen Menschen in den USA und in Ostasien, 
daß íhre wichtigen Angelegenhciten bei Hesse ín überzeu
gender Form ausgedrückt waren. 

Die Jugendlichen haben jedoch im allgemeinen die Schwäche, 
die Dichtung zu sehr sinnlich, oberf뼈.chlich zu verstehen und 
sie allzu ímprovisiert zu deuten. Uberdies hängen ihre Auf
nahme und Wertung des Werkes öfters von ihrem jeweiligen 
Erlebnishintergrund ab. Bei Hesse war das nicht anders. Die 
jungen Leser in Asien glaubten, daß die Weltanschauung 
Hesses gänzlich nur auf der orientalischen Philosophie, d.h. au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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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 buddhistischen Lehren und den chinesischen Gedanken 
beruhe. Das war jedoch ein großes Mißverständnis, das die 
al1zu einseitigen und übereilten Urteile verursachten. Zwar 
findet man manche orientalische Geistigkeit in Hesses Schrif
ten, aber seine Weltanschauung wurzelt wesentlich tief in der 
europäischen christlichen Gesinnung. Die ostasiatische Philo
sophie wirkte nur teilweise auf die Bildung seiner Weltan
schauung. Bei den jungen Lesern in den USA zeigte sich auch 
die Hesse-Mißdeutung. Während der Hesse-Renaissance be
rauschten sich die amerikanischen Jugendlichen vor allem am 
“Steppenwolf". Dieses Buch war der Ansatzpunkt des Hesse
Booms in den USA. Der “Steppenwolf" ist als Dokumente der 
Selbstkritik und Selbstanalyse des Autors selbst; zugleich als 
Protokolle der Zeitanklage Hesses zu deuten. Dieser Roman 
galt den den Beatnicks und Hippies in den USA als die Bibel 
ihrer psychedelischen Generation und als eine Aπ Vademekum 
für ihre Gegenkultur-Bewegung. Timothy Leary, der geistige 
Leiter der Hippies, der Harvard-Dozent, weist besonders auf 
die perfekten Schilderungen drogeninduzierter Bewußtseinszu
stände in diesem Buch hin. Aus diesen Schilderungen Hesses 
zog er, Drogenprophet und Vision값， leichtsinnig und willkür
lich den Schluß, daß der Autor selbst mit Drogen experimen
tierte und daß dieser den andern die Drogen anbot. Obgleich 
Hesse niemals die Drogen genoß und kein Unterstützer des 
Drogengebrauchs war, bezeichnete Leary doch Hesse als einen 
Vor떠ufer des Drogengebrauchs und als einen Meisterführer 
zum psychedelischen Erlebnis. Dazu mißdeutete er auch 
Hesses “Weg nach innen". Hesse selbst verstand den “Weg 
nach innen" ganz anders als er. Hesses Erforschung der In
nenwelt war keine unverantwortliche Flucht aus der Welt ins 
Visionäre und in den Rausch, kein Umgehen der Konflikte o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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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Leiden durch die Drogen. Es war nichts anderes als die 
Selbstbegegnung, die Auseinandersetzung mit sich selber und 
die schonungslose Selbstanalyse. Schließlich bestand seine 
Selbsterforschung in der Selbsterneuerung und der Selbst
verbesserung. Trotzdem achtete er nicht auf diese wesent
lichen Eigenschaften Hesses. Leary und Hippies deu않ten 

Hesse nach ihrer Art, entnahmen seinen Werken nur das, was 
ihrem Zwecke diente. Ferner n삶lmen sie die Teilfaktoren bei 
Hesse heraus und mißbrauchten sie zum eigenen Zweck. 
Daraus ergab sich ein verfälschtes Hesse-Bild. 

Trotz dieser Mißverständnisse und Fehlinterpretationen hat 
das Hesse-Boom, das in den späten sechziger und frühen 
siebziger Jahren in der ganzen Welt einsetzte, zweifellòs einen 
tiefen Eindruck von der deutschen Literatur auf die junge 
Lesergeneration 떠ler Welt gemacht und viel zu ihren geistigen 
Entwicklungen beigetragen. 

Jedenfalls war die legend허re Popularit낄t， die Hesse damals 
erlebte, ein bisher beispielloses, eindrucksvol1es Ph킹nomen in 
der Wirkungsgeschichte der deutschen Literatur, weil sie weit 
über alles Artistische hinaus Wirkungen in den verschieden
sten Lebensbereichen und Kulturkreisen ausgeübt ha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