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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Jeung Hyeon. “A Study on Humboldt’s Gift from the Perspective of Transcendentalism and 

Hinduism.”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7.2 (2021): 67-89. In this paper, I analyzed Saul 

Bellow’s, Humboldt's Gift, Nobel prize-winning work, from the perspective of Hinduism and 

transcendentalism. This novel is a work with the most prominent implications of transcendentalism and 

Hinduism. I will explore how the following idea is portrayed in this novel, which is the pivotal elements 

of both Hinduism and transcendentalism: the object we see is nothing more than an illusion and the idea 

that the self as an independent perceiver and the objective reality that is being perceived are the same. 

(Gangwon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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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솔 벨로우(Saul Bellow)의 소설들은 주인공들이 부정적인 삶의 양태에서 정신

적인 방황을 겪으며 결국 정신적인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들이 발견된다. 그는 자신의 소설을 통해서 존재의 근원과 의미를 주로 탐

구했다. 비록 그가 유대계 작가이기는 하지만 그가 그러한 실존적 탐색을 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전통적이고 보수주적인 종교적 교조와 기존의 규범화된 철학적 

인식의 틀은 그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 반면 초월주의와 인식의 전환을 중

요시하는 동양적 사상은 그러한 인습적인 사고와 교조를 거부했던 벨로우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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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적이고 효율적인 주제의 전달 수단이 될 수 있었다.    

벨로우의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갖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 깨달음에 이

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인식의 변환과정을 고찰하는 것은 매

우 중요하다. 인습적인 사고와 통념에서 벗어나 일생동안 꾸준히 존재의 의미와 

삶에 대한 통찰을 추구했던 벨로우에게 있어서 전통적 사고와 기성 종교의 교조

로부터 자유로웠던 초월주의는 그가 소설을 통해 자신의 주제의식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되었다. 

에머슨의 초월주의에 의하면 우리가 보는 모든 만물은 실재가 아니며 유일한 

실재는 정신이다. 에머슨은 대령(Over-soul)은 자연과 우주 속에 깃들어 있는 

영적인 힘이며 그것의 의지가 실현되어 나타난 것이 우리에게 펼쳐진 삼라만상

의 본질이라고 보았다. 이것은 만물에 신이 내재하고 있다는 범신론적인 인식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인간에게는 자연과의 신비적인 교류를 통해 누

구나 대령과 합일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다. 그의 대령사상은 그가 젊은 시절부

터 심취해 있었던 인도의 베단타(Vedanta) 철학의 경전인 �바가바드기타�

(Bhagavadgita)에 등장하는 만물의 절대신인 브라만(Brahaman)과 유사한 개념

이다. 경전에 따르면 브라만은 우주의 만물을 지배하는 범신적인 우주령으로서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그가 창조한 것이자 동시에 그가 인간의 마음속에 투영

시켜 나타낸 환영이며, 우리가 만물을 환영이 아닌 실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이유

는 우리의 통찰적 인식의 결여 때문이다(Horton & Edwards 123). 인도의 베단

타 철학이 미국의 초월주의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은 에머슨이 자신의 후기 작품

에 베단타의 일원론적인 요소들을 함의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확연하게 드

러난다. 에머슨은 모든 만물에 깃들어 있는 브라만과 개인의 영적인 자아인 아트

만(Atman)이 브라만과 동일하다는 인식에 매료되었다. 따라서 그의 철학적 방향

성이 힌두교의 기본 원칙과 부합한다는 사실은 그의 작품 어디에서나 뚜렷하게 

드러나 있다(Long 75).  

벨로우는 현대문학에서 초월주의적인 이슈들이 다루어지고 있지 않는 경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했다(Cronin & Seigel 227). 따라서 그가 중기 이후의 

자신의 소설에서 초월주의적인 요소들을 포함시킨 것은 초월주의와 문학을 결부

시켜 인간의 실존 문제를 다루고자 했던 작가적 탐험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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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벨로우의 후기 소설에서 에머슨뿐만 아니라 스타이너(Rudolf Steiner) 같은 

초월주의 철학자들의 사상이 자주 언급되는 것은 작가의 초월주의적인 성향이 

그의 작품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월

주의적인 시각에서 벨로우의 소설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이루어진 적은 거의 

없다. 따라서 후기 벨로우의 작품 중에서 가장 초월주의적인 요소를 함의하고 있

으며 동시에 작가에게 노벨 문학상의 영예를 안긴 �험볼트의 선물�(Humboldt’s 

Gift)에 초월주의적인 요소와 힌두이즘의 요소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소설 속에 

투영되어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객관성의 본질

작가의 꿈을 안고 시카고에 와서 외판원 생활을 하며 허름한 여관 방에서 하

루하루를 근근이 생활하던 주인공 씨트린(Citrine)은 당시 미국 사회에서 최고의 

작가로 알려져 있던 험볼트(Humboldt)와 친분을 쌓으며 예술에 대한 갈증을 해

소하고 있었다. 그러나 선망의 대상이었던 험볼트가 미국 사회의 물질주의 속에

서 서서히 타락해 가며 몰락하는 모습을 본 씨트린은 그의 삶을 통해 자신의 삶

을 반추하기 시작한다. 이때 씨트린이 험볼트가 살아온 삶을 돌이켜 보는 과정 

중에서 보이는 의식은 상당히 동양의 신비주의적인 사상과 유사한 양상을 띤다. 

한 예로 그는 인간 신지론자였던 스타이너와 명상의 연관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인식 주체로서의 자신과 인식의 대상인 객체의 관계에 대한 신비적인 통찰력을 

드러낸다. 이때 그가 주체와 객체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드러내는 인

식이 에머슨의 초월주의와 동양의 신비적 사상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인다는 점

에서 이 작품은 그의 초기 작품과는 많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1

그의 우상이었던 험볼트는 객사를 하고 이 소식은 씨트린에게 전해진다. 그의 

죽음은 씨트린이 사랑했던 여인인 데미 봉헬(Demmie Vonghel)의 죽음과 겹쳐

진다. 씨트린이 무명시절에서 벗어나 작가로서 최고의 명성을 얻고 있을 무렵 그

  1 이 소설을 포함하여 벨로우의 후기소설들이 대부분 작가의 자전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Rogers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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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는 그와의 결혼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남미 여행 도중 비행기 추락 사고로 죽

게된다. 그는 급하게 남미로 날아가 그녀의 시신이라도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내 실패로 돌아간다. 그녀의 죽음은 성공을 위해서 앞만 향해 달렸던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 보게 하는 계기가 된다. 특히 그녀의 죽음은 그의 정신적 지주였

던 험볼트의 죽음과 겹치면서 그의 삶에 대한 인식은 크게 반전한다. 특히 그는 

인간신지학의 대가였던 스타이너의 사상과 그의 명상법에 대해 심취하기 시작한

다. 그는 명상을 하는 동안 내면의 빛 같은 신비적인 현상을 체험한다. 그는 그 

빛을 자신을 형성하는 참다운 요소라고 주장한다(HG 177-79). 그가 이러한 신

비적인 통찰력을 잠재적으로 지니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물질만능주의가 지배하는 미국 사회에 만연된 사회적 부조리와 무

질서 속에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 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Kociatkiewicz 105). 

그의 내면에 잠재해 있던 그의 신비적 통찰력은 사실 그가 프랑스에서 여행을 

할 때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 씨트린의 당시 관심사는 죽음과 권태를 어떻게 

실존적인 인식으로 연계시키는가 였다. 그는 현상계를 관찰하는 주체적인 인식

자인 자신과 관찰의 대상인 객체를 분리시키는 분별감의 근원에 대해 탐색을 한

다: 

내 안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 권태로움의 요소들을 바라본다: 1) 외부 세계와의 개

인적인 연계의 부재. 일찍이 나는 지난해 봄에 프랑스에서 기차 여행하다가 창밖을 

보고는 마야의 베일이 엷어진다는 생각이 든다고 적었다. 왜 그랬을까? 나는 그곳

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남들이 모두 공통된 지시에 따라 보는 것 만을 보았다. 

이것은 우리의 세계관이 만물을 소모시켰다는 뜻이다. 이 관점의 법칙은 주체인 내

가 객체적 대상의 세계인 현상을 본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현대의 합리성이 

대상이라고 정의하는 객체일 필요는 없다. 

In myself I could observe the following sources of tedium: 1) The lack of a 

personal connection with the external world. Earlier I noted that when I was 

riding through France in a train last spring I looked out of the window and 

thought that the veil of Maya was wearing thin. And why was this? I wasn't 

seeing what was there but only what everyone sees under a com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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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ive. By this is implied that our world-view has used up nature. The 

rule of this view is that I, a subject, see the phenomena, the world of 

objects. They, however, are not necessarily in themselves objects as 

modern rationality defines objects. (HG 202).  

여기서 씨트린이 언급한 ‘마야의 베일’은 힌두이즘의 핵심적인 원칙 중 하나로

서 무명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을 방해하는 가림막에 

비유할 수 있다. 마야는 힌두교 경전인 �바가바드기타�에  등장하는 모든 우주 

만물에 깃들어 있는 신격 존재인 브라만 자신의 의식이 스스로 투영되어서 나타

난 허상을 지칭한다.
2
씨트린이 기차의 창문너머로 바라보는 풍경은 인식의 주체

인 “나”와 분리되어 있는 객체이다. 하지만 그는 객체와 주체의 분별감은 허상의 

본질인 마야가 작용하여 발생한 결과라는 신비적 의식에 지배되고 있다. 전통적

인 인도사상의 핵심적 개념 중 하나인 마야는 사실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만

약 이 세상이 실재가 아니라 환영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것에 집착하고 몰두하는 

것에서 어떠한 의미도 부여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과 

실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존재들은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으며 그러한 꿈에서 깨

어나 나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한 자신을 발견한다

는 것은 외면적인 현상을 나와 분리된 것으로 인식하는 주체인 “나”의 본질을 깨

닫는 것을 의미한다. 에머슨과 함께 미국 초월주의 그룹의 쌍벽을 이루었던 쏘로

우(Henry David Thoreau)는 이러한 진정한 자아를 깨닫지 못하고 미몽 상태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힌두교의 교리와 결부시켜 설명하고 있다. 그는 월던

(Walden)에서 힌두교의 우화를 통해 우리의 본질을 설명한다. 그는 우화를 통해 

왕족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아기였을 때 어떠한 이유로 추방되어 자신이 왕족 

출신임을 모르고 평민의 생활을 했던 사람에 대한 비유를 설명한다. 우화에 따르

  
2

에머슨은 우리의 인식 능력의 한계가 그러한 허상을 실제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다고 본다. 따

라서 그는 사물의 본질과 실체를 왜곡시키는 마야의 베일을 걷음으로써 허상에 집착하던 우리 자신

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우리 모두에게 깃들어 있는 신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에머슨은 플라

톤 (Plato)에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는 마야의 본질을 깨달음으로써 절대령(Absolute 

Spirit)과 실존의 다양성을 통합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우리를 마야의 베일로 가려 놓

은 주체는 신이며 자연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신의 투영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자아 자체도 신의 기만일 뿐이다. (Emerson A Daybook 160)   



72 송  정  현

면 그 아기는 성인이 되었으며, 후에 왕과 대신들이 그에게 자신의 신분을 알려

주었을 때 비로소 그는 자신이 왕손임을 알게 된다. 이 우화가 암시하는 것은 우

리 모두가 절대신 브라만과 같은 신성을 지닌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

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Thoreau 96). 즉, 쏘로우는 외면적으로 보이는 것

이 전부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자신의 본래의 자아를 깨닫는 것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설파하고 있는 것이다. 

고든(Gorden)은 쏘로우가 이 우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려 했던 것은 물

질적인 요소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원인은 우리가 마야의 본질을 깨닫지 못

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한다. 그의 말에 따른다면 우리의 본질을 깨닫는 것은 

실재의 객관성에 대한 모호성, 예측 불가능성, 다우주론 등 최근의 과학적 결과

물들이 암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주관적이고 동시성 원칙에 의해 이 세계

가 기능하고 있다는 유물론적인 실재론이 부정하고 있는 현상과 깊은 관계가 있

다. 물질이 더 이상 분리시킬 수 없는 쿼크들의 조합인 원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러한 조합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거시세계가 객관적 실체와 이를 관찰하는 인

식자인 주체로 분리되어 있다고 믿는 사실이 모든 자연물 속에 내재해 있는 신성

을 보지 못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다(Gordon 135). 

최근의 양자역학의 발견물들은 기존의 인식론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이 

사실이다. 자아의식을 가진 인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빅뱅에 의해 창조된 우주

의 존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양자역학적인 해석에 의하면 자아의식을 가

진 인류의 존재 여부가 우주의 존재 여부를 결정한다. 초월주의가 이러한 양자역

학적인 요소들을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에센(Essen)은 

초월주의와 양자역학적인 다세계 해석과의 연관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에 따르

면 에머슨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의 경험의 본질은 물리적인 이해를 넘어선다. 

우리가 오감을 통하여 경험하는 현상의 본질은 우리의 물리적인 감각 기관을 통

해서만 느낄 수 있다. 그는 그러한 감각기관을 통한 외부세계의 인식이 우주적 

실재성을 공고히 한다는 역설적인 윌러의 참여자 원리(Wheeler’s Participatory 

Principle)를 소개한다. 이 원리에 따르면 우주에 실재성을 부여하는 것은 관찰

자이다. 즉, 감각 기관을 이용하여 외부를 인식하는 관찰자가 없이는 외부 세계

도 존재할 수가 없다(57). 미시세계를 설명하는 양자 역학에 의하면 관찰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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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기 전에는 모든 아원자 수준의 물질들은 그 존재가 확정되지 않는 중첩

(superposition)의 상태로 존재한다. 이때 물질은 파동일 수도 있으며 입자일 수

도 있는 결정되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때 관찰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중첩 상

태는 붕괴(collapse)되어 물질은 관찰자에게 물질화 형태로 나타난다(Imke 67). 

즉, 전자와 같은 물질의 최소단위들은 관찰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것이 입자 또

는 파동으로 존재하는 지에 대해 결정이 되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원리에 입각하

여 우주의 모든 물리적 현상은 관찰자의 관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것을 실

재적인 현상으로 구체화 될 수 없다는 인류 중심의 원리가 윌러가 주창하는 참여

자 원리이다(Jaroszkiewicz 16).       

씨트린은 관찰자인 우리의 자아의 본질이 에고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

가 말하는 에고는 동양의 전통적인 사상에 등장하는 개념을 의미한다. 동양적 사

고에 의한 에고는 셀프(self)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서양적 개념에서의 에고는 

정신(psyche)과 연관된 것으로 역동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힌두이

즘에 의하면 에고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보호막이며 타인과 자신이 분리되어 있

다는 분별감을 만든다. 인도의 종교적 텍스트는 이러한 에고가 본래의 우리의 자

아를 보는 것을 방해하는 원인이며, 영적인 수행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

고 있는 것이 에고임을 깨닫고 지복을 얻기 위해서는 그러한 에고를 없애야 한다

고 말한다(Devy 97). 씨트린이 드러내 보이고 있는 신비적 의식은 그가 제한적

인 에고의 본질을 파악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자아의 본질이 에고가 아니라는 사

실을 알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자아는 실제의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하며 이것은 우리의 에고에 기반을 

둔 감각기관이 물질적 현상들이 실재하게 만드는 주요원인이라는 에머슨의 주장

과 일맥상통하는 말이다(Emerson Self reliance 57).        

에고가 자신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씨트린이 자기에게 벌어지는 물리

적인 현상들을 실재하지 않는 것처럼 거리를 두고 집착하지 않는 모습은 소설 속

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씨트린의 전 아내인 데니스(Denise)는 이혼을 한 후 씨트

린에게 남은 한 푼이라도 더 뺐어내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한다. 그녀는 수완이 

좋은 변호사를 고용하여 씨트린을 이혼 법정으로 불러 들이고 판사가 유리한 판

결을 내리게 만든다. 그녀는 씨트린의 희곡 �본 트렝크�(Von Trenk)의 성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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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그가 벌어들인 돈을 모두 빼앗아 간 것도 모자라 지속적으로 그에게서 

재산을 빼앗아가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한다. 씨트린은 자신의 피를 뽑아 부를 

채우며 자신을 파멸로 몰아가는 전 아내와 그녀의 변호사, 편파적인 판정을 하는 

판사를 그저 사심없이 관조하며 그들의 실수를 즐기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씨트

린의 모습은 그가 물질 세계의 세속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 그

는 초월주의 사상가인 스타이너에게 영향을 받았으며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움 

없이 관조할 뿐이라고 말한다(HG 220-23). 죽음도 에고가 만들어 내는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씨트린은 자신을 객관화 시킨다. 그는 에고와 자신을 

분리시키고 자기 자신을 객관화 시키는 신비적인 경험을 한다:     

가끔 나는 나 자신을 물질적인 우주의 객체들 중 하나의 객체인 상쾌한 객관성으

로 느꼈다. . . . 그래서 변호사에 대해서 애기를 다시 한다면, 세 개의 벌거벗은 에

고들은, 현대 합리성과 계산의 저급한 계층에 속하는 세 동물은 그곳에 있었고 나

는 그들 사이에 있었다. 과거에는 그 자아가 옷을, 지위의 옷을, 고귀함과 열등함의 

옷을 걸쳤고, 자아는 저마다 그것에 알맞은 칼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이제 

칼집은 없어졌고 자아는 벌거벗어서, 벌거벗은 자아는 강렬하고 공포스럽게 타올

랐다. 나는 객관성의 발작 속에서 지금 그것을 보았다. 황홀감이 밀려왔다. 

Occasionally I saw myself with exhilarating objectivity, literally as an object 

among objects in the physical universe. . . . So, to speak again of the 

lawyers, I stood between them, and there we were, three naked egos, three 

creatures belonging to the lower grade of modern rationality and 

calculation. In the past the self had had garments, the garments of station, 

of nobility or inferiority, and each self had its carriage, its looks, wore the 

sheath appropriate to it. Now there were no sheaths and it was naked self 

with naked self burning intolerably and causing terror. I saw this now, in a 

fit of objectivity. It felt ecstatic. (HG 221)

씨트린은 더 이상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명예, 성공에 집착하지 않으며 에고

의 외투를 벗어버리고 현상을 사심없이 바라보며 순수한 자아를 통찰하고 있다. 

이러한 초월적인 의식에 지배되고 있는 씨트린은 전 아내의 변호사가 자신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비난을 할 때에도 그의 모습을 즐기듯 웃어 넘기며 사심없이 지



초월주의와 힌두이즘의 관점에서 본 �험볼트의 선물�   75

켜보기만 한다(HG 221). 초월주의에 많은 영향을 끼친 힌두이즘에 의하면 우주

에 존재하는 만물은 신이 스스로를 현현시킨 비실재적 환영이다. 씨트린이 자신

이 겪고 있는 혹독한 시련과 고통에 구속받지 않고 정신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동양적인 가르침처럼 자신을 에고와 동일시하지 않으며, 실재하지 

않는 물질적 허상에 기만당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

다.  

3. ‘너’와 ‘나’의 사라짐 

비평가 고든은 마야의 개념에 대해서 모든 존재의 삶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해하는 힌두교의 화신인 크리슈나(Krishna)의 말을 인용해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크리슈나는 너와 나 그리고 신과 내가 분리되어 있다는 분별감은 우리의 

무지에 의해서 비롯된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다(Gorden 132). 이러한 무지는 크리슈나가 우리의 눈을 가리는 장막이라고 

표현되기도 한다(Dasa 217). 힌두이즘의 핵심적 개념인 마야는 에머슨에게도 익

숙한 것이었다. 에머슨도 ‘나’ 또는 ‘나의 것’이라는 개념은 환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그 환영도 신이 스스로를 물화 시켜 나타낸 범신론적 

표현이라는 사실을 믿었다. 그는 신은 마야를 통해 우리의 눈을 가리어 놓는 것

을 즐기기도 하지만 그 마야 자체가 환영의 에너지로 우리에게 교훈과 가르침을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역할도 하고 있음을 인정했다(Buell 175-76). 에머슨과 

쏘로우가 동조를 했던 신대륙 형이상학(New World Metaphysics)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을 환상인 마야에 현혹되지 않고 모든 존재가 신과 분리되지 않

고 연결된 하나의 전체성임을 깨닫는 것에서 찾을 것을 요구한다(Gorden 133). 

씨트린은 환상인 마야에 의해 기만당하는 인식의 주체인 자아에 대해 사색하고 

분석한다. 그는 타인과 자신을 분리시키는 자아의 비융합성과 단독성에 대해 언

급한다:  

지식인들은 환멸스러운(권태로운)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그러나 환멸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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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세상이 아니라 내 머리이다. 세상이 환멸을 느낄 수는 없다. 2)나에게 있어서 

자신을 의식하는 에고가 권태의 자리이다. 이 증가하고, 부풀어 오르고, 지배적이

고, 고통스러운 자의식은 내 삶을 이끌어가는 정치적이고 사회적 힘(사업, 기술-관

료주의의 힘, 국가)에 대한 유일한 적수이다. 이 거대한 조직적인 삶의 움직임과, 

독자적으로 의식하고, 독존과 절대적인 무결성을 자랑하고, 그 어느 것도 그것의 

안정과 힘에 영향을 줄 수 없는 단일한 자아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나 사회나 정

치나 외적인 혼돈에 영향받지 않는 자아가, 인간에게 있다. 어떤 면에서 자아는 그

런 것에는 전혀 관심도 없다. 관심을 가지라고 강요를 해도, 무관심의 저주는 이 

고통스러울 만큼 자유로운 의식의 밑에 깔려 있다. 그것은 어떠한 신념에 구속되지 

않고 다른 영혼들로부터도 자유롭다. 우주론과 윤리 문제에도 그럴까? 그런 것쯤

은 무더기로 타고 넘는다. 그 까닭은 개인으로서의 자아를 충실히 의식한다는 것은 

다른 모든 것에서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The educated speak of the disenchanted (a boring) world. But it is not the 

world, it is my own head that is disenchanted. The world cannot be 

disenchanted. 2) For me the self-conscious ego is the seat of boredom. 

This increasing, swelling, domineering, painful self-consciousness is the 

only rival of the political and social powers that run my life (business, 

technological-bureaucratic powers, the state). You have a great organized 

movement of life, and you have the single self, independently conscious, 

proud of its detachment and its absolute immunity, its stability and its power 

to remain unaffected by anything whatsoever—by the sufferings of others 

or by society or by politics or by external chaos. In a way it doesn't give 

a damn. It is asked to give a damn, and we often urge it to give a damn but 

the curse of non-caring lies upon this painfully free consciousness. It is 

free from attachment to beliefs and to other souls. Cosmologies, ethical 

systems? It can run through them by the dozens. For to be fully conscious 

of oneself as an individual is also to be separated from all else. (HG 203)  

마야에 대한 개념은 신대륙 형이상학에서도 언급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인

식 방식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점이 있다. 대부분의 인도의 전통사상에 등장하는 

마야는 주로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즉, 마야는 실체가 아닌 환영이며 따라서 

우리는 그것과 거리를 두고 우리의 본래의 자아 탐구에 몰두하여 해탈을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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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신대륙 형이상학에서는 마야를 탄트라(Tantra)

의 비전(祕典)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를 한다.3 즉, 신과 자연은 

분리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각각 별개의 존재처럼 보이는 이

유는 마야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며 신성이 깃들어 있는 만물을 단순

히 물질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도 마야의 힘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것

이다. 따라서 우리의 참된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세상을 환영으로 

평가절하하여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신의 의도에 의해 마련된 신의 권능의 

표현으로 여기며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Gorden 133). 이처럼 신대륙 형이상

학에서는 마야를 단순히 환영이라는 부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신성한 작용으로 

이해한다. 인도의 고대 경전의 가르침에 의하면 깨달음이란 마야의 작용으로 인

해 발생하는 분별감을 떨쳐버리고 모든 만물이 물화되어 표현된 신의 의지임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신대륙 형이상학에 따르면 만물이 개별적이고 단

독적으로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환영이다(Gordon 134).

�험볼트의 선물�은 주인공의 의식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써 정신 수양

의 대표적인 수단인 명상이 자주 등장한다. 씨트린에게 있어서 명상은 감각세계

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초월적인 자아의 본질을 탐구하는 수단이다. 그는 데니

스와의 이혼 소송 때문에 온 법정에서도 자신을 비롯하여 모든 존재들의 전생이 

무엇이었을 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한편 법정 안에 들어가기 전 대기실에서 기다

리는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명상을 하기도 하는 등 명상에 심취해 있다. 그가 시

도하는 명상법은 인간 신지론자인 스타이너가 제창한 방식이다. 그는 마음 속에 

어떠한 대상을 그려 놓고 그것에 대해 집중해서 명상을 한다(HG 222-23). 스타

이너의 명상법은 외부의 감각세계를 의식 속에서 차단한 후 자신의 내면에 들려

오는 영적인 소리에 몰입을 하는 방식이다. 스타이너는 명상은 우리가 의식의 변

화를 통해서 현실에 대해 새로운 관념을 정립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한다고 

말한다. 이때 새로운 변화는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의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

다. 그는 명상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 고통, 수고스러움은 영적·우주적 

  
3

베단타에서는 진실의 눈을 가리는 환영적인 마야의 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

치고 있지만 탄트라에서는 마야는 실제와 진실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신성한 원리로 여겨진

다. (Paramahamsa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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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성이라는 원대한 우주적 원칙에 의해 마련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

는 도구이며 그로 인해 우리는 삶에서 활력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Steiner 

28-9). 

씨트린은 명상을 통해서 자신의 시련과 고통을 단독적인 개별 자아의 경험으

로 인식하는 대신 우주적 자아의 전체성의 초월적인 관점에서 해석한다. 에머슨

은 모든 만물은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대령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너와 나를 구분할 수 없다고 말한다(Tognotti 330). 씨트린이 자신에게 시련과 

고통을 주고 있는 주변인물을 단순히 허상적인 존재들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

라 그들이 자신의 또 다른 분신이라고 인식을 하여 그러한 고통을 감내할 수 있

었던 것이라면 이것은 작가의 에머슨의 초월주의적인 영향이 반영된 것이라 보

아야 할 것이다. 즉, 자신이 타인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절대령에 의해 서로 연

결되어 있다는 인식 속에서 너와 나를 구분하지 않고 포용과 관용의 자애심으로 

대한다는 것은 씨트린의 초월적인 인식이 투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혼한 

아내인 데니스는 그에게서 한 푼이라도 더 뺏어내기 위해 수완 좋은 변호사를 고

용하고 판사는 그녀의 기대에 부응하듯 그녀에게 유리한 판결만을 내린다. 그의 

친구인 쌕스터(Thaxter)는 잡지 아크 를 창간한다는 명목으로 그에게서 많은 

돈을 가져간다. 범죄조직의 우두머리인 칸타빌(Cantabile)은 씨트린의 작가로서

의 유명세를 이용하여 험볼트에 관해 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자신의 아내의 

박사논문을 써 줄 것을 강요하며 협박한다. 이 와중에도 그는 투병을 하고 있는 

친형인 줄리어스(Julius)를 걱정하며 그에게 도움을 주려고 애를 쓴다. 이러한 주

인공 씨트린의 포용적인 의식과 에머슨의 대령 사상이 중첩되고 있다는 점은 이 

소설의 초월주의적인 성격을 잘 드러낸다. 

우주의 만물은 모두 신과 연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만물에 신성이 내

재하고 있다고 믿었던 에머슨은 대령 (Oversoul)을 통해서 인식의 주체인 나와 

인식의 대상인 객체를 구분하지 않으며 하나의 전체성으로 이해한다:       

. . . 보는 행동과 보여지는 것, 보는 자와 관찰당하는 것, 주체와 객체는 하나다. 우

리는 세상을 태양, 달, 동물, 나무처럼 하나씩 본다. 하지만 이러한 빛나는 부분들

이 구성되어 있는 전체는 영혼이다. (Emerson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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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the act of seeing and the thing seen, the seer and the spectacle, the 

subject and the object, are one. We see the world piece by piece, as the 

sun, the moon, the animal, the tree; but the whole, of which these are the 

shining parts, is the soul. (Self-Reliance 56) 

에머슨의 초월주의에 의하면 나와 타자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무생물까지 

포함한 모든 사물들까지 하나의 전체성으로 연결되어 있다. 씨트린과 물리학자

인 쉘트(Scheldt)와 대화 속에는 에머슨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나의 생각이 곧 

외부세계가 생각하는 것이며 우리의 의식이 객관과 주관이라는 분별을 만들어 

낸다는 사실이 암시되어 있다: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내 머릿속의 생각은 외부세

계의 생각이기도 하다. 자아 속의 의식은 객체와 주체라는 잘못된 구분을 만들어 

낸다. 맞습니까?” 

“Let me see if I understand these things at all—thought in my head is also 

thought in the external world. Consciousness in the self creates a false 

distinction between object and subject. Am I getting it right? (HG 261-62)

1인칭, 2인칭 그리고 3인칭은 우리의 자아가 만들어낸 분별감에 지나지 않으

며 본질적으로 모든 존재가 하나라고 인식하는 씨트린의 인식은 관찰자와 피관

찰자, 주체과 객체를 분별되지 않고 하나4의 실재물로 인식하는 에머슨의 사상과 

일맥상통한다(Emerson 56). 씨트린의 이러한 초월적 의식은 그가 심취해 있는  

스타이너 사상을 언급할 때 명확하게 드러난다:    

  

스타이너에 따른다면 진정한 자유는 순수한 의식 속에 머무르고 있었다. 각각의 소

우주는 저마다 대우주로부터 분리되어져 왔다. “주체”와 “객체” 사이의 독단적인 

구분 속에서 세계는 사라졌다. 무의 자아는 변화를 추구했다. 그것은 배우가 되었

  
4

단독적인 주관성이 사라지고 객관성과 융합하는 물아일체(物我一體) 개념은 힌두교에서 말하는 

초월의식 상태인 사마디(samādhi)와 깊은 연관이 있다. 이러한 고도의 초월의식 상태에서는 주관과 

객관의 분별감이 사라지고 ‘나’는 전체 속으로 녹아들어가 단일자아(One Self)가 된다고 알려진다. 

이 단일자아는 ‘무’(void)로 표현되기도 한다(Turner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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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것이 내가 이해하는 의식 영혼의 상황이다. 

According to Steiner, true freedom lived in pure consciousness. Each 

microcosm had been separated from the macrocosm. In the arbitrary 

division between Subject and Object the world had been lost. The zero self 

sought diversion. It became an actor. This was the situation of the 

Consciousness Soul as I interpreted it. (HG 281)

여기서 씨트린이 말하는 대우주는 초월주의자들이 대령을 이해하는 방식과 유

사하다. 초월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자연은 대우주적인 전체성을 의미하고 소우주

는 개별적인 의식을 지닌 인간 개개인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소우주

와 대우주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전체성으로 인

식했다(Mannion 118). 이러한 초월주의적인 의식은 천사들이 우리의 초월적 의

식을 일깨울 수 있다는 내용을 수록한 쉘트가 씨트린에게 읽어보라고 권한 신비

주의 서적을 언급할 때에도 확연히 드러난다:      

어느 비전의 책자에는 우리들의 의무는 천사들과 같이 일하는 것이라고 적혀 있었

다. ... 무엇보다도 천사들은 다른 존재들 안에 숨겨진 신격을 볼 수 있게 해준다. 

그들은 인간에게 인간과 대혼을 분리시키는 심연을 사색이라는 방법으로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그들은 영혼에 자유를 주고 육체에는 사랑을 준다.  

Our duty, said one bewitching pamphlet, is to collaborate with the Angels. ... 

Among other things they wish to make us see the concealed divinity of 

other human beings. They show man how he can cross by means of thought 

the abyss that separates him from Spirit. To the soul they offer freedom 

and to the body they offer love. (HG 293-94) 

우리 모두에게는 신성이 있으며 대령이라는 우주적 정령을 통해 모든 존재들

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것은 에머슨의 초월주의 사상의 핵심이다. 

에머슨은 인간의 이성과 자연세계는 각각 단독적이고 개별적인 존재이며 죄를 

지은 자는 오로지 신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분적인 교리를 거부했

다. 그대신 그는 우리의 영혼에는 모두 신성이 깃들어 있으며 동시에 모든 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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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령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가 신성한 존재라고 생각했다. 또한 

그는 진실은 특정한 종교적 교리를 신봉하거나 과학적인 사실 또는 신의 계시 같

은 절대적 대상물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과 직관 그리고 자연

의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되는 통찰적 깨달음을 통해서 인식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Hankins 136). 인식의 주체인 자신이 인식의 대상인 객체와 융합하는 씨트린의 

신비적인 경험은 이러한 에머슨의 초월주의를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가 

인식의 주체인 자신과 인식의 대상인 객체가 융합을 하는 가장 강렬한 경험은 그

의 약혼녀인 리나타(Renata)와 함께 뉴욕행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볼 때 일

어난다:  

        

리나타가 맞았다. 나의 정신은 현실 속에 없었다! 나는 가끔씩 충격을 받아 높은 

각성을 얻고 모퉁이를 돌아서면 바다가 보이고, 내 심장은 행복감으로 그 속으로 

뛰어들어간다. 나는 무한한 자유를 느낀다! 그리고 내가 보듯이 저쪽에서도 나를 

보고 있으며, 나는 분리된 객체가 아니라 나머지들과 광대한 싸파이어와 자줏빛 푸

르믐과 융화되어 있음을 느낀다. 이 바다, 이 대기는 직경 8인치인 너의 두개골에

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그 안에 있는 은하계나 태양에 대해서는 말하

지 않는다). 보고 있는자의 한가운데에는 전체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 틀림없이 있

을 것이고 이 무공간은 텅 빈 무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무이다. 너는 이 

가득찬 무의 엑스터시 느낄 수 있으며, 이것이 내가 비행기 안에서 느꼈던 바로 그

것이었다. 나는 위스키를 마시면서 속에서 꿈틀거리는 반짝이는 열기를 느끼며 광

기가 아닌 찬연한 지복감을 느꼈다. 

Renata was right, I was away! Once in a while, I get shocked into upper 

wakefulness, I turn a corner, see the ocean, and my heart tips over with 

happiness—it feels so free! Then I have the idea that, as well as beholding, 

I can also be beheld from yonder and am not a discrete object but 

incorporated with the rest, with universal sapphire, purplish blue. For what 

is this sea, this atmosphere, doing within the eight-inch diameter of your 

skull? (I say nothing of the sun and the galaxy which are also there.) At the 

center of the beholder there must be space for the whole, and this 

nothing-space is not an empty nothing but a nothing reserved for 

everything. You can feel this nothing-everything capacity with ecstas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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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was what I actually felt in the jet. Sipping whisky, feeling the radiant 

heat that rose inside, I experienced a bliss that I knew perfectly well was 

not mad. (HG 313)

씨트린이 경험하는 자신의 의식과 사물이 하나로 융합되는 초월적 각성은 중

세 인도의 철학자 라마누자(Ramanuja)의 사상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와 쌍벽을 이루었던 샹카라(Śaukara)는 절대적 불이론을 주장하며 눈앞에 펼

쳐진 현상을 환상으로 격하시켜 버린 반면 라마누자는 제한적 불이론을 주장하

며 물리적인 세계와 인간의 영혼은 신이 자신을 물화시킨 실재적 총체로 보았다

(Schultz 81). 창조자와 피 창조물이 동일하다는 범아일여(梵我一如) 사상은 힌

두교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즉, 우주의 보편자인 절대신 브라흐만(Brahman)과 

개별자인 자아인 아트만(Atman)은 같은 것으로 본다. 우주의 근원인 브라흐만이 

곧 아트만이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우주 전체인 브라흐만과 합일을 이룰 수 있

다는 초월적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범아일여 사상을 담고 있는 

인도의 철학 경전인 �우파니샤드�(Upanishads)는 에머슨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

쳤으며 그가 신은 대령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Fuller 28). �우

파니샤드�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나와 모든 만물에 깃들어 있는 신성을 발견

하여 나와 타인, 나와 만물이 하나임을 직관하는 초월적 각성 상태를 보이고 있

는 씨트린의 의식 상태가 에머슨이 자연 (Nature)에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에 

반영되어 있음은 벨로우가 미국적 초월주의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음을 짐작케 

한다. 에머슨의 자연 에서는 “투명한 눈동자(transparent eyeball)” 라는 비유

를 통해 주관과 객관이 융합을 하는 초월적 의식이 잘 나타나 있다:   

나는 헐벗은 대지에 서있다—싱그러운 바람이 나의 얼굴을 씻기고 무한한 공간으

로 끌어 올린다—모든 비천한 에고이즘은 사라져 버린다. 나는 투명한 눈동자가 된

다. 나는 무이다. 나는 모든 것을 본다. 우주의 보편적인 존재의 흐름이 내 온 몸을 

관통해 순환한다. 나는 신의 부분 혹은 조각이다. (Emerson, Ralph Waldo 18)

Standing on the bare ground,—my head bathed by the blithe air and uplifted 

into infinite space,—all mean egotism vanishes. I become a transparent 

eyeball; I am nothing; I see all; the currents of the Universal Being circu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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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me; I am part or parcel of God. (Ralph Waldo 18)

씨트린의 신비적인 경험은 그의 다른 작품 속의 주인공들처럼 갑작스럽게 찾

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적인 자신의 노력과 명상같은 지속적인 자신의 내면의 의

식세계를 탐구함으로써 에피퍼니5의 형태로 점진적으로 전개가 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그는 이러한 점진적인 의식의 발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자연 자체가 주체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객체적 세상이라는 생뚱맞은 현상이 

아니라 외적인 것은 무언가 내적인 것과 생생하게 연계되어 있어서 두 영역이 같

은 것이면서도 서로 교류가 가능하다는 생각, 자연이 나의 무의식적 존재 자체라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것들은 나의 지적인 노력과 과학적 연구와 깊은 명상을 

통해 알게 된 것들이다. 자연의 사물들은 저마다 내 영혼 안에 있는 무언가의 상징

이었다. 

   

I had the strange hunch that nature itself was not out there, an object world 

eternally separated from subjects, but that everything external 

corresponded vividly with something internal, that the two realms were 

identical and interchangeable, and that nature was my own unconscious 

being. Which I could come to know through intellectual work, scientific 

study, and intimate contemplation. Each thing in nature was an emblem for 

something in my own soul. (HG 356) 

벨로우의 소설에는 현실에 대한 인식 능력이 부족하여 주변인들에게 지속적으

로 이용당하는 인물인 슐레미엘(schlemiel)이 자주 등장한다. 씨트린도 사람들에

게 이용당한다는 면에서 슐레미엘 중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씨트린이 다른 소설의 주인공과 다른 점은 그의 초월적인 인식이 자신에게 시련

  
5

니콜스(Ashton Nichols)는 에피퍼니가 21세기 소설의 가장 큰 특징 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베하

(Morris Beja)는 21세기 소설에서는 등장인물의 직관이나 통찰력을 나타내는 순간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에피퍼니가 사용되는 것이 문학의 심미성을 높인다고 말하고 있다(Maltby 2). 제임스 조이스

에 있어서 에피퍼니는 어떤 특별한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발

견되는 것이었다. 이것은 특정한 대상에 대한 인식, 계시, 자아에 대한 깨달음 같은 신비적 통찰을 통

해서 삶의 진실을 직관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현시된다. (Hawkins 1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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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고통을 주는 상황이 자신에게 영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주인공이 더욱더 세속적인 관심으로부터 초연해지며 자신 

앞에 펼쳐지는 모든 현상들을 실제가 아닌 한낱 신기루에 지나지 않음을 인식하

듯이 관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소설은 다른 소설에 비해서 훨씬 더 성장소설의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다. 씨트린의 친구인 색스터가 아크 지를 창간한다는 핑

계로 그에게서 돈만 가져간 후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씨트린은 그

를 계속 신뢰를 한다. 그것은 그가 속임을 잘 당하는 전형적인 슐레미엘이기 때

문이 아니라 그의 초월적 의식이 그를 현실에 집착하지 않게 하기 때문이라고 보

아야 할 것이다. 색스터가 씨트린을 괴롭히는 것은 이혼한 아내, 판사, 돈, 슬픔 

그리고 좌절감이라고 말하자 그러한 시련들 역시 모두 자신의 것이라고 덤덤하

게 받아들이는 장면에서도 그가 현실의 고통과 시련을 무덤덤하게 관조하는 모

습을 확인할 수 있다(HG 270). 심장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해 있는 친형 율리크

(Ulik)를 만나서 그를 위로하는 순간에도 씨트린의 신비적·초월적 각성은 멈추지 

않는다. 그는 주체로서의 자아와 자신이 바라보는 객체가 융합하여 피아가 구분

되지 않는 우주적 전체성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는 초월적 의식에 대해 설명한다:  

그와 동시에 나는 그토록 상세히 기술을 한 통찰자의 환상에 집중하고 있었다. 마

치 잠자는 동안 영혼과 정신이 육체를 벗어나듯이 그것들은 인간의 내적인 삶을 

관찰하려는 목적으로 온전히 깨어있는 의식상태에서 육체를 벗어날 수가 있다. 이

렇게 의식을 가진채 벗어나는 첫의 첫 번째 결과는모든 것이 되치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감각과 이성으로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것과는 다르게 비전을 

전수받은 자들은 바깥에서 외접한 자아를 볼 수 있다. 영혼과 정신은 , 즉 산, 구름, 

숲, 바다 같이 우리가 내면으로부터 자각하는 것들인 세상으로 쏟아져 나온다. 우

리는 이 외적인 세계를 더 이상 보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 외적인 세

계이기 때문이다. 통찰자여, 당신은 지금까지 당신이 보았던 공간에 있다. 당신은 

이러한 새로운 원의 테두리에서 중심을 바라본다. 그리고 너는 그곳에서 너의 자아

를 발견한다. 신이시여, 당신은 그곳에서 인간의 형태, 바로 당신의 형태를 발견한

다. 당신은 당신의 피부와 그 안의 피를 본다. 당신은 외부적 객체를 보듯이 그것

을 본다.  

At the same time I was concentrating on the vision the clairvoyant had 

described in such extraordinary detail. Just as soul and spirit left the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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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leep, they could also be withdrawn from it in full consciousness with the 

purpose of observing the inner life of man. The first result of this conscious 

withdrawal is that everything is reversed. Instead of seeing the external 

world as we normally do with senses and intellect, initiates can see the 

circumscribed self from without. Soul and spirit are poured out upon the 

world which normally we perceive from within—mountains clouds forests 

seas. This external world we no longer see, for we are it. The outer world 

is now the inner. Clairvoyant, you are in the space you formerly beheld. 

From this new circumference you look back to the center, and at the center 

is your own self. That self, your self, is now the external world. Dearest 

God, there you see the human form, your own form. You see your own skin 

and the blood inside, and you see this as you see an external object. (HG

393-34)    

에고가 지배하는 저급한 자아의식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펼쳐진 객체적 현상과 

자신을 구분하지 않는 씨트린은 세속적인 관심사와는 거리를 둔다. 그는 깨달음

을 얻기 위해 충분히 노력을 다하지 못하고 사라져간 험볼트 같은 인물들이 못 

이룬 과업들처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신이 해야할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HG 

396). 씨트린은 결혼상대인 리나타가 그를 속이고 스페인에서 장의사인 플론잘

레이(Flonzaley)와 결혼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된다. 곧이어 친구인 색스터

가 아르헨티나에서 테러범들에게 납치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자신을 이

용해 먹기만 한 사람이었음에도 그는 그를 석방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돈까

지 모두 쓰는 등 용서와 관용의 미덕을 베푼다. 그는 험볼트가 죽은 후 그가 자

신을 위해 유산으로 남겨 놓은 영화 대본인 �칼도프레도�(Caldofredo)의 자작권

료를 양로원에서 힘겹게 살고 있는 험볼트의 삼촌인 월데마(Waldemar)에게 주

려고 한다. 그는 월데마의 요청에 따라 공동묘지에 묻혀 있는 험볼트를 새묘지로 

이장 시킨다. 그리고 오페라 가수를 꿈을 이루지 못한 그의 친구 미나쉬

(Menashe)가 아이다 를 송가로 부르면서 조촐한 그의 이장 장례식이 진행된

다. 장례가 끝나고 묘지를 떠날 때 미나쉬가 무덤가에 핀 이름 모를 꽃을 발견하

고는 씨트린에게 꽃의 이름을 물어본다. 씨트린은 그것이 크로커스(Crocus)라고 

말해준다(HG 487). 씨트린은 죽음은 인간의 영혼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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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단지 현세와 내세를 이어주는 중간 단계의 그 무엇쯤으로 생각한다. 그는 

살아 있는 사람이 죽은 자의 영혼과 소통을 할 수 있으며 죽음은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을 하기 위한 통과의례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씨트린은 신에 의해 창조된 의식을 가진 주체적 존재와 의식을 가지지 않은 

물질적 객체가 모두 분리되어 있지 않고 신의 부분으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신비적인 각성을 통해 인지하고 있다. 그는 주변인들을 선과 악이라는 이

분법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포용적인 형제애로 대한다. 그가 

이처럼 주변인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용당하며 연속적인 불행을 겪고 있음에도 

그들을 비난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며 현실을 있는 그대로 관조하며 초연할 수 

있음은 삼라만상에 깃들어 있는 신성에 의해 주체와 객체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주인공의 신비적·초월적 각성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끝맺으며

�험볼트의 선물�의 주인공 씨트린은 갖은 고생과 노력 끝에 유명한 극작가가 

되어 부와 명예를 얻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다. 그러나 그의 행복한 삶은 잠시 

동안 유지될 뿐이며 그는 주변인물들에 의해 이용을 당하며 서서히 불행이 찾아

온다. 그의 이혼한 아내, 결혼을 약속한 연인, 지하세계의 깡패, 그의 친구이자 

동업자 등은 그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련이 씨트린의 정신적인 삶까지 영향을 끼치지는 못한다. 그

는 주변인들이 자신에게 가하는 고통을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순순히 받아들

인다. 이러한 극적인 구성은 작가의 초월주의적인 성향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미국의 대표적 초월주의자였던 에머슨은 자신의 대령 사상을 전개시키는

데 있어서 힌두이즘 같은 동양의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우주의 본질을 힌

두이즘적인 신비관으로 이해하려 했다. 이러한 힌두이즘에 의하면 우리 눈앞에 

펼쳐진 객관적인 존재는 본질적인 실체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그것은 단지 

마야라고 불리는 신기루와 같은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그것을 실체라고 

느끼는 이유는 마야의 베일이라는 장막이 진실을 보는 우리의 눈을 가리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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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것이다. 주인공 씨트린은 이러한 힌두이즘적인 신비관에 몰두하고 루돌

프 스타이너 같은 현대의 신비가의 사상을 연구하며 신비적 초월의식으로 삶을 

이해한다. 시트린이 자신에게 고통을 가하는 주변인들과 괴로운 현실적인 상황

에 집착하지 않고 초연하게 대처하며 관조하는 것은 눈앞에 펼쳐진 세상이 환영

에 지나지 않는다는 힌두이즘의 핵심적인 사상을 그가 이해하고 있다면 그의 그

러한 초연한 삶의 양태는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인공의 의식이 힌두이즘의 전통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소설

의 주제의식이 힌두이즘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미

국 초월주의에 영향을 준 힌두이즘은 의식을 가진 존재를 비롯하여 우주에 존재

하는 삼라만상은 절대신인 브라흐만이 자신을 물화시켜 스스로를 나타낸 것임으

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들에도 신의 속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범신론을 근

본으로 한다. 소설의 주인공 씨트린을 지배하고 있는 이러한 범신론적인 인식은 

미국의 대표적 초월주의자인 에머슨이 주창한 대령사상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우주의 모든 만둘에는 신성이 깃들어 있으며 주관적 자아와 객관적인 

실체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성에 의해 하나의 전체성으로 서로 연

결되어 있다는 믿음은 힌두이즘같은 동양의 사상과 더불어 그것에 영향을 받은 

미국의 초월주의에 기초를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1인창, 2인칭, 3인

칭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단일한 전체성으로 현세계를 이해하는 신비적 통찰감

을 통해 주인공 씨트린은 주변인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를 이용하

여 고난과 역경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었다고 보

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돈과 명예같은 세속적인 욕망에 집착하던 그가 의식

적으로 성장하며 드러내 보이는 초월적 인식은 힌두이즘과 미국 초월주의를 반

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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