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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사의한 이방인에 나타난 트웨인의 염세주의 재고*1 

신   영   헌

(한성대학교)

Shin, Younghun. “Rethinking of Twain’s Pessimism in The Mysterious Stranger.”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3.2 (2017): 137-158. This article aims to reappraise Twain’s pessimism in his 
posthumous novella, The Mysterious Stranger. This novella is often referred to as powerful evidence that 
later Twain had a pessimistic view of human society. This novel can be defined as a bildungsroman where 
young Satan, the main protagonist and ostensively Twain’s mouthpiece, teaches the narrator to become 
aware of the bitter and miserable reality of human life. He sneers at and despises the human race for their 
servility to moral sense and deterministic view of life. However, this novel is a very subversive text in that 
it discredits what the supernatural mentor is saying by showing his extremely cruel propensity from the 
onset. This negative quality of Satan causes the reader to sift what he says with a critical eye. As a result, 
Theodore, the mentee and narrator succeeds in gaining a more balanced perspective of the human race and 
its destiny. Similarly, it can be said that the author wants, though indirectly and passively, his readers to 
have a more tolerant and patient view of human society rather than comply with Satan’s fierce misanthropy. 
(Hansu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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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마크 트웨인(Mark Twain) 사후 6년 만에 출판된 중편 소설인 불가사의한 이

방인(The Mysterious Stranger, 1916)1은 초기와 중기의 리얼리즘적인 작품 

  * 본 연구는 한성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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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에서 후기로 갈수록 로맨스 양식으로 변화해 가는 트웨인의 작품세계의 종

착점에 해당되는 작품이다. 지금까지 이 작품에 대한 비평은 크게 두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하나는 이 작품의 여러 판본 간의 우열에 주목하는 편집비평적 

연구이다. 이 작품은 트웨인 사후에 그의 개인 비서 겸 유저관리자인 페인

(Albert Paine)과 출판업자인 듀네카(Frederick Duneka)가 미완성 상태로 남아 

있던 세 종류의 원고본들을 편집해서 출판한 소설이다. 그 후 오십 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깁슨(William Gibson)에 의해 마크 트웨인의 불가사의한 이방인 원

고들(Mark Twain’s ‘Mysterious stranger: manuscripts’ 1969)이 출판되면서 

출판본과 트웨인의 원고본 간의 비교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쟁점은 “불충

분한 채로 남아있는 세 개의 판본들 중 어느 버전이 트웨인의 궁극적 의도에 가

장 가까운 판본인가?”(Rohman 72)이며, 이 과정에서 원고본과 출판본 간의 비

교 연구 및 평가가 이어졌다. 대표적인 예로는 깁슨, 칸(Sholom J. Kahn)과 터키

(John S. Tuckey)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중 터키는 세 가지 판본의 집필 시기

를 한니발 판본—인쇄소 판본—에젤도프 판본2 순으로 정리한 드보토(Bernard 

Devoto)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에젤도프 판본이 가장 먼저 집필되었음을 논증한

다(15, 77). 이는 출판본이 순서상 가장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라는 드보토의 주

장을 근본에서 뒤흔드는 주장으로 이후 출판본과 원고본의 우열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촉발시킨다. 

  깁슨은 페인과 듀네카의 출판본에 대해 아예 “편집상의 사기”(1)라고 부른다. 

김욱동 역시 출판본은 “아예 폐기되어야 한다”(533)고 주장한다. 반면, 콕스

(James Cox)는 출판본이야말로 “마크 트웨인의 의도에 가장 가까운 작품”(270)

이라고 평가한다. 메이(John R. May)는 아예 출판본을 “일종의 문학판 ‘다행스

러운 타락’ 즉 편집상의 걸작”(a kind of literary ‘fortunate fall’—a masterful 

piece of editing 134)이라고 부른다. 김욱동 역시 출판본이 “약간의 일관성과 

완성도를 작품에 부여한 점”(533)은 인정한다. 그러면서도 출판본은 “마크 트웨

  1 Mark Twain. The Mysterious Stranger: A Romance. 1916. (Lavergne, TN: Aegypan Press, 

2017). 이하 본문 인용 시에는 괄호 안에 면수만 기록함.

  2 터키에 따르면, 각각의 판본들의 원제는 학교 언덕 — 불가사의한 이방인, 44번 — 젊은 사탄

의 연대기 이다(61). 집필 순서는 연대기 — 학교언덕 — 이방인 순이다(76). 깁슨 역시 터키가 밝

힌 집필 순서를 그대로 따른다(Gibson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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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사실상 하고자 했던 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533)다는 이유에서 폐기

되어 마땅하다는 것이다. 출판본과 원고본 중 어느 쪽이 예술적 완성도가 더 높

은가는 심도 있게 따져볼 만한 주제이지만 본 논문의 논지에는 크게 벗어나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이 작품에 관한 비평의 또 다른 갈래로는 마지막 장에 나오는 ‘꿈’의 모티프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있다. 즉 “깜짝 놀랄 정도로 인상적인 소설의 종장이 . . . 앎

과 실재의 본성에 대한 트웨인의 최종적인 철학적 결론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인

가?”(Rohman 72)라는 질문이다. 예컨대 권혁미는 이 작품에 사용된 꿈과 환상

의 기법은 “부당한 현실을 해체할 것을 주문하는 것”(78)이며, “새로운 차원의 

창조적 대안사회의 모색”(78)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주장한다. 임진희 역시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 작품에 나타나는 꿈의 모티프는 “인간역사를 새롭게 읽기 

위한 . . . 의도적인 ‘방향상실’(disorientation)의 전략”(119)이라고 주장한다. 즉 

트웨인은 “꿈의 논리를 통해 공식적 역사를 해체함으로써 역사에 대한 재인식을 

촉구한다”(임진희 120)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비평적 경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정작 이 작품 자체가 말하는 

것보다 텍스트를 둘러싼 배경에 지나치게 집중한다는 점이다. 소위 말하는 외재

적 비평(external criticism)으로서 그 역시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 대표적인 접근

방법 중 하나이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텍스트 자체가 침묵하는 결과를 빚는다면 

그것은 주객전도가 아닐 수 없다. 사실 이 작품에는 하나의 텍스트가 담기에는 

너무도 큰 거대담론들이 난무한다. 예컨대 윤지관의 말대로 이 작품에는 인간의 

원초적 타락, 배금주의, 개인과 대중, 선과 악, 무관심한 우주 대 개인 등의 모티

프가 등장한다(5). 그러다보니 이 모든 요소들을 하나의 주제 하에 균형 있게 담

아내는 텍스트 중심 비평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물론 그렇다

고 해서 텍스트 자체에 주목한 비평이 전무했던 것은 아니다. 예컨대 본 소설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탄의 캐릭터를 둘러싼 여러 비평들이 있어 왔다. 많

은 경우 이런 비평은 사탄이 펼치는, 혹은 사탄의 입을 빌린 저자의 인간혐오론 

내지 비관주의에 대한 언급이나 평가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예컨대 심계순은 사

탄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를 시도하는데, 이에 따르면 사탄은 “불가사의한 기적과 

마술을 통하여, 마을의 그릇된 가치관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맹목적으로 살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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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시어도어의 잠자는 의식을 일깨움으로써 리얼리티의 진면목을 볼 수 있도

록”(141)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한다. 한 마디로 “사탄은 트웨인의 후기사상을 총

체적으로 전달하는 대변자의 역할을 수행한다”(심계순 141)는 것이다. 윤지관 

역시 이 작품의 주제는 “사탄에 의한 화자의 교육”(5)이며, 따라서 이 작품의 ‘본

질적 의미’를 묻는 비평은 반드시 “그 교육의 방법과 내용이 무엇인가”(5)라는 

질문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3 

  그런데 이런 논문들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탄과 저자 사이에 설정된 엄연

한 거리, 다시 말하면 텍스트와 사탄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간과한다는 점이

다. 다시 말해 이 작품이 지닌 자기 전복의 논리를 간과하는 것이다. 이 작품에 

드러난 트웨인의 염세주의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텍스트가 지닌 자기 전

복의 논리를 통해서 텍스트에 접근해야 한다. 이럴 때에야 비로소 텍스트 속에 

나타난 저자의 염세주의 내지 인간 혐오론이 무엇에 대한 비관이며, 무엇을 향한 

혐오인지가 제대로 설명된다. 간단히 말하면 트웨인은 작품 초반부터 사탄이 지

닌 극도의 잔인성을 폭로함으로써 이어지는 그의 가르침과 논설에 대해 독자가 

전폭적으로 동의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는 작품에서 전개되는 사탄의 가장 중요

한 두 가지 가르침인 도덕관념과 결정론 비판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이다. 이

를 염두에 둘 때에만 마지막 장에서 제시되는 극단적 유아론(solipsism)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가능해진다.

II. 본 론

2.1 텍스트의 자기전복 장치—극도로 잔인한 사탄의 캐릭터 

  이 작품의 중심인물이 화자인 시어도어 피셔(Theodore Fischer)와 사탄

  3 이는 이 작품의 의미와 의의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질문 중 하나라는 점에서 대단히 통찰력 있는 

접근이다. 그러나 윤지관은 이에 대한 해답의 과정에서 이 작품에서 나타나는 도덕주의와 결정론의 

모순을 미국문학의 전통인 이상주의와 물질주의간의 대립이라는 구도로 설명함으로써 다소 식상한 

결론에 이르고 만다(42).



불가사의한 이방인에 나타난 트웨인의 염세주의 재고  141

(Young Satan)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윤지관의 

말대로 이 작품의 중심 플롯이 사탄에 의한 시어도어의 교육이라는 구도 속에 전

개된다(5)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사탄의 캐릭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작품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질문이 된다. 원래 가르침의 내용이란 가르

치는 사람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1장 서두에서 이 작

품의 배경을 16세기 말 오스트리아로 설정한 것 또한 사탄이라는 중심인물의 등

장을 준비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이 작품이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

넘는 초역사적인 배경을 취하는 이유에 대한 몇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그 중 하

나는 저자의 관심이 중기의 허클베리 핀의 모험(The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이나 바보 윌슨의 비극(The Tragedy of Pudd'nhead 

Wilson)에서 보여주던 당대 미국 사회의 제 문제에 대한 천착에서 보편적인 인

간성과 인간 운명의 문제에 대한 탐구로 나아갔다는 설명이다. 반면에 이와는 반

대로 저자가 작품 배경을 시간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과거의 세계로 

설정함으로써 오히려 당대 미국사회 혹은 현대 사회에 대한 무차별적인 풍자와 

조롱의 지평을 확보한다고 볼 수도 있다. 예컨대 권혁미는 트웨인의 후기작에서 

“시간과 공간의 이동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게 하려는 전략으로 사용되었

다”(64)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당대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시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사회를 배경으로 설정해야할 이유는 없다

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보다는 오히려 작품의 초반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시대”(13)라는 힌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오스트리아는 여전히 중

세시대였고, <영원히 그 시대에 머물러 있을 것만 같았다>”(13 필자 강조)는 화

자의 설명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나듯이,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간사회에 대한 조

롱과 비판의 화살은 처음부터 근대의 초입에 와 있으면서도 여전히 중세적인 미

신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에젤도프 사회를 향해 있음이 분명하다.4 중세는 이

성의 시대인 근대와는 달리 신의 존재와 섭리에 대한 믿음에 근거해서 세워진 사

회이며, 따라서 신의 대척점에 있는 사탄 또한 그 존재의 당위성을 인정받는 사

  4 독일어로 Esel은 당나귀, Dorf는 마을이라는 뜻이므로 문자적으로는 당나귀들의 마을이라는 뜻

이나 나귀가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므로 결국 어리석은 자들이 사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로

만은 이를 “donkey town,” “assville” 혹은 “jackassville”로 번역한다(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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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이다. 그러다보니 독자는 주인공인 사탄의 등장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된

다. 

  2장에서 처음 등장하는 사탄이 여러 모로 매력적인 인물이며 그가 설파하는 

인간 혐오론이나 기독교 비판이 상당 부분 트웨인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

은 부인하기 어렵다. 예컨대 8장에서 사탄은 인류의 역사 그 중에서도 기독교 문

명의 역사를 살인의 역사로 규정한다. “인류의 진보의 역사를 보고 싶니? 소위 

문명의 발달 말이야?”(109)라는 질문을 던진 사탄은 에덴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과 세계사에 기록된 폭력과 전쟁의 역사 및 미래에 있을 미증유의 대량학살 

장면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준 후 다음과 같이 인류의 역사를 요약한다.

“너희 인류는 끊임없이 진보를 이루어 왔다는 것을 너도 알고 있어. 가인은 몽둥이

로 동생을 죽였고, 히브리 민족은 창과 칼로 사람을 죽였지.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

은 여기에 호신용 갑옷을 추가했고 군대제도와 지휘능력이라는 멋진 기술을 고안

해냈지. 기독교인은 여기에 총과 화약을 덧붙였지. 앞으로 몇 세기 후면 기독교인

이 너무도 치명적인 능력을 지닌 학살 무기를 개발한 나머지 기독교문명이 없었더

라면 전쟁이란 영원히 볼품없고 시시한 것으로 남았을 것이라고 모두가 고백하게 

될 거야.”

“You perceive,” he said, “that you have made continual progress. Cain did 

his murder with a club; the Hebrews did their murders with javelins and 

swords; the Greeks and Romans added protective armor and the fine arts of 

military organization and generalship; the Christian has added guns and 

gun-powder; a few centuries from now he will have so greatly improved 

ethe deadly effectiveness of his weapons of slaughter that all men will 

confess that without Christian civilization war must have remained a poor 

and trifling thing to the end of time.” (111)

이를 다음의 트웨인의 발언과 비교해 보자. 

“모든 시대를 통틀어 온 땅위의 야만인들은 자신의 이웃에 사는 형제들을 살육하

고 그들의 여자와 아이들을 노예로 삼는 것을 일상적인 업무로 삼아 왔어. 위선, 

질투, 원한, 잔인, 앙심, 유혹, 강간, 강도짓, 사기, 방화, 중혼, 간음, 가난한 사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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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가지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욕보이는 것은 개화된 족속이나 야만족 둘 다에

서 거의 흔해빠진 현상이었지.” 

“In all ages the savages of all lands have made the slaughtering of their 

neighboring brothers and the enslaving of their woman and children the 

common business of their lives. Hypocrisy, envy, malice, cruelty, 

vengefulness, seduction, rape, robbery, swindling, arson, bigamy, adultery, 

and oppression and humiliation of the poor and the helpless all ways have 

been and still are more or less common among both the civilized and 

uncivilized peoples of the earth.” (Twain “The Damned Human Race,” 222)

 

  이를 근거로 트웨인은 “인류가 하등동물에서 진화했다는 다윈의 이론에 대한 

충성서약을 철회하고” 대신 “고등동물에서 퇴화된 인간”(“The Damned Human 

Race,” 223)이라는 새롭고 더 진실된 이론이 수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다시 동료인간에 대한 인간의 잔인성에 근거해서 인간을 동물보다 열등하다고 

주장하는 사탄의 목소리와 거의 겹쳐진다. 시어도어를 감옥의 고문실로 데려간 

사탄은 고문현장을 보면서 “짐승같은 짓”이라고 분개하는 시어도어를 향해 다음

과 같이 반박한다.

“아니, 이게 바로 인간적인 행동이지. 그렇게 말을 잘못 사용해서 짐승들을 모욕해

선 안 되지. 짐승들은 그런 모욕을 당할 이유가 없어 . . . 너희 너절한 종족은 항상 

거짓말을 하고 자기에게 없는 미덕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너희보다 우월한 동

물들에게 미덕이 없다고 말하지만, 실은 짐승들만이 미덕을 갖고 있지 . . . 짐승도 

남에게 고통을 주긴 하지만, 악의 없이 그러는 거야 . . . 남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 

자체를 즐기려고 남에게 고통을 주는 짐승은 없어. 오직 인간만이 그런 짓을 하지.

“No, it was a human thing. You should not insult the brutes by such a 

misuse of that word; they have not deserved it, . . . It is like your paltry 

race—always lying, always claiming virtues which it hasn’t got, always 

denying them to the higher animals, which alone possess them. . . . When a 

brute inflicts pain he does it innocently . . . And he does not inflict pain for 

the pleasure of inflicting it—only man does that.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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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나오는 사탄의 대사를 트웨인은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반복한다. 그에 

따르면, “모든 동물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잔인한 동물이 인간이다. 인간은 고통

을 가하는 즐거움 자체를 위해 고통을 가하는 유일한 동물이다”(“The Damned 

Human Race,” 226). 한마디로 트웨인에 의하면 “인간은 잔인한 동물이

다”(“The Damned Human Race,” 226). 이처럼 인류 문명에 대한 사탄의 가차 

없는 비판은 인류의 역사 전체에 대한 트웨인의 부정적인 평가와 거의 일치한다. 

이런 맥락에서 브로드윈(Stanley Brodwin)은 트웨인의 후기작에 등장하는 여러 

명의 사탄은 “제각각 트웨인의 생각의 각기 다른 양상을 구현하는 마스크 혹은 

페르소나”(207)라고 주장한다. 또한 사탄이 여러 대목에서 트웨인을 대변할 뿐 

아니라 그 자신이 상당히 매력적인 인물로 그려진다는 점은 작품 내에서 사탄의 

등장과 늘 함께 수반되는 상쾌함으로 입증된다. 예컨대 5장에서 피터 신부가 점

성술사의 계략으로 곤경에 처하면서 덩달아 딱한 사정이 된 그의 질녀 마짓

(Marget)으로 인해 근심에 잠긴 시어도어는 갑자기 “어디선가 상쾌하면서 기분 

좋게 만드는 얼얼한 감각이 온통 자신을 휘감는 느낌”(49)으로 인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는데, 그 이유는 “그 신호로 사탄이 옆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49)이다. 

  그런데 이처럼 사탄은 여러 모로 트웨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물이면서 그 자

신 매력적인 캐릭터이지만 텍스트 자체가 (혹은 트웨인이) 사탄에 대한 지나친 

동경이나 공감을 미리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2장에서 사탄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과정에서 재미삼아 손가락크기 

만한 인간 군상들을 만든다. 크기만 작을 뿐 이들은 행동거지나 성정 면에서 우

리와 동일한 완벽한 실제 인간들이다. 그런데 이 소형 인간들이 서로 싸우자 사

탄은 거리낌 없이 손가락으로 이들을 눌러 죽이고는 손수건으로 피 묻은 손가락

을 닦는 행동을 한다.

난쟁이 일꾼 두 명이 싸우면서 벌들이 윙윙거리는 듯한 조그마한 목소리로 서로 

저주하고 욕설을 내뱉고 있었다. 서로 주먹이 오가고 피가 튀었다. 그러다가 그 둘

은 목숨을 건 싸움에 휘말려 들었다. 그러자 사탄이 손을 뻗어 그들을 붙잡았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그들을 으스러뜨려 죽인 다음 시신을 휙 던져버리고는 손수건

으로 손가락에 남은 핏자국을 닦아내면서 하던 말을 이어 갔다. “우리는 악을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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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 없어. 또한 우리는 악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악을 저지르려는 성향 자체가 

없어.” 

Two of the little workmen were quarreling, and in buzzing little bumblebee 

voices they were cursing and swearing at each other; now came blows and 

blood; then they locked themselves together in a life-and-death struggle. 

Satan reached out his hand and crushed the life out of them with his 

fingers, threw them away, wiped the red from his fingers on his 

handkerchief, and went on talking where he had left off: “We cannot do 

wrong; neither have we any disposition to do it, for we do not know what 

it is.” (26)

 

  이 장면을 읽은 대부분의 독자들은 사탄의 잔인함과 무정함에 대해 경악을 금

치 못하게 되며, 이는 독자로 하여금 앞으로 이어지는 사탄의 가르침에 대한 경

계심과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더구나 무고한 인명을 살상하는 최대의 악을 저지

르면서 “우리는 악을 저지를 수 없어. 또한 우리는 그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악을 저지르려는 성향 자체가 없어”(26)라고 태연히 주장하는 사탄의 태도는 전

형적인 싸이코패스적 행태이다. 시어도어를 위시한 친구들 모두 “그가 저지른 이

유 없는 살상에 너무나 충격을 받아 슬픔에 잠겼”(26)으며, 사탄의 행동은 “정상

참작이나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살인이었다”(26)고 그들은 생각한다. 사탄

이 보이는 이와 같은 극도의 잔인성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으며, 이어지는 장면

에서 사탄은 살해당한 두 사내의 아내와 친구들이 흐느끼고 기도하는 소리가 신

경에 거슬리자, 시어도어와 친구들이 앉아 있던 그네의 두꺼운 나무판을 뽑아서 

“마치 파리를 잡듯 그 사람들을 쳐서 땅에 대고 으깨 버리고는 그냥 이야기를 계

속 해 나갔다”(27). 

  이와 같은 사탄의 행동은 화자를 위시한 독자 모두에게 강한 거부감을 불러일

으키면서 처음부터 그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만든다. 이후에 전개되는 

스토리의 곳곳에서 사탄이 인간본성과 인간행위에 대한 많은 통찰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의 담론을 100% 수용할 수 없게 만드는 장치가 작품 초두에서부터 

제시되면서 사탄이 제기하는 가차 없는 인간 혐오론의 파괴력이 상당 부분 약화

된다. 이에 대해 브로드윈은 사탄이 보기에 고통스런 삶을 영위하는 인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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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을 베풀 가능성을 지닌 유일한 것이 바로 죽음”(223)이며, “인간의 삶은 

의미 없는 환상이며 따라서 죽음 역시 의미 없기는 매한가지”(Brodwin 223)라

는 논리로 사탄을 변호한다. 그러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어느 누구도 

사탄에게 부여하기로 동의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는 사탄의 행동에 대한 납득

할만한 설명일 수 없다. 더욱이 위 인용대목의 마지막에서 사탄은 자신의 극악무

도한 행동을 전혀 반성하지도, 반성할 수도 없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자신들에게

는 악을 저지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으며 그 이유는 악행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자신들에게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도덕관념이 없기 때문

에 자신들은 악을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다는 주장이다. 이는 이후에 이어지

는, 도덕관념에 근거한 사탄의 인간 혐오론을 근본부터 허물어뜨리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시어도어는 사탄의 주장에 대해 “이런 상황에서 매우 괴상한 말로 

들렸다”(26)고 말하며, “이 사람들이 사탄에게 아무런 잘못도 한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정상참작이나 변명의 여지없는 살인이었다”(26)고 비판한다. 이러한 시

어도어의 인식은 앞으로 그에게 주어지는 교육의 목표를 시사한다. 사탄의 인간 

혐오론에 대한 본능적 거부감은 지녔지만 어떤 점에서 그것이 잘못인지를 인식

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이에 대한 논리적인 비판을 가할 수 있는 지

성을 갖추는 것이 그가 도달해야 하는 교육의 중요한 목표임을 보여준다.

2.2 도덕관념과 결정론에 근거한 인간 혐오론 해체

  이 작품에서 사탄이 대변하는 인간 혐오론과 트웨인의 염세주의가 상당 부분 

겹쳐진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자신의 염세주의를 대변하는 인물인 사

탄에게 화자나 독자들이 지나친 공감을 갖기 못하게 만드는 장치를 굳이 도입하

는 트웨인의 의도를 감안할 때, 사탄의 인간 혐오론과 트웨인의 염세주의 간의 괴

리 내지는 거리를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이 작품을 이해하는 열쇠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이 작품에서 사탄이 인간을 혐오하는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인간이 지닌 

도덕관념과, 결정론에 사로잡힌 인간운명의 변경불가능성 때문이다. 사탄은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으며, 상호교환이 가능한 개념처럼 사용하면서 

인간을 조롱하고 비난한다. 그러나 인간의 도덕관념에 대한 사탄의 공격은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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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허술하고 비논리적이다. 앞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사탄은 자신은 도덕관념이 

없기에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할 수도 없다고 주장하

면서 살인이라는 극악무도한 행동을 일삼는다. 이런 모습은 역으로 독자로 하여

금 도덕관념이 인간사회가 성립하기 위해서 혹은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

수불가결한 요소일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 “신부님, 도덕관념이 뭐예

요?”(42)라는 시어도어의 질문에 대해 피터 신부는 “도덕관념이란 우리가 선악

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란다”(43)라고 알려주며, “도덕관념이 가치가 

있는 건가요?”(43)라고 재차 질문하는 시어도어에게 “얘야, 인간을 소멸하는 짐

승보다 나은 존재로 만들어주고 불멸을 상속받게 해 주는 게 바로 도덕관념이란

다”(43)라고 가르쳐 준다.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불멸성이라는 가치는 

논리상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으며, 문맥상 피터 신부는 도덕관념을 인간과 

동물을 구분지어 주는 영혼 내지는 이성의 의미로 넓게 사용하는 듯이 보인다. 

물론 인간이 동물보다 나은 존재라는 피터 신부의 주장은 “짐승은 고통을 가하

는 것 자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고통을 가하지는 않는다”(57)는 이유로 사탄에게 

통박당하긴 하지만,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이 상반되는 명제는 서로 다른 

지평에서 다루어질 문제이다. 즉 인간은 불멸의 영혼(혹은 도덕관념)을 소유하기 

때문에 동물보다 우월하다는 피터 신부의 주장과 인간은 동물보다 더 잔인하기 

때문에 동물보다 열등하다는 사탄의 논박은 충분히 양립가능한 주장이라는 말이

다. 그러나 이어지는 문맥에서 사탄은 도덕관념이 죄책감을 가져올 뿐 인간에게 

아무 득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매달리는 인간을 조롱한다.

그렇다면 도덕관념은 인간에게 대체 무슨 득이 될까? 인간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

고, 열에 아홉은 악을 더 선호하지. 악이라는 것이 없어져야 한다면 도덕관념을 없

애면 악은 존재할 수가 없게 되지. 하지만 인간은 너무도 비이성적인 존재여서 도

덕관념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저급한 생명체로 끌어내리는 주범이라는 것도, 인간

에게 부끄러운 자산이라는 것도 모르지. 

Now what advantage can he get out of that? He is always choosing, and in 

nine cases out of ten he prefers the wrong. There shouldn’t be any wrong; 

and without the Moral Sense there couldn’t be any. And yet he is such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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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reasoning creature that he is not able to perceive that the Moral Sense 

degrades him to the bottom layer of animated beings and is a shameful 

possession. (58)

  앞서 화자 일행과 독자들은 도덕관념이 없는 사탄이 아무런 주저 없이 인간을 

살육할 수 있음을 목격한 바 있다. 이들에게 도덕관념을 없애면 죄를 없앨 수 있

다는 사탄의 논리는 공감보다는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기 마련이다. 

  이처럼 도덕관념에 대한 사탄의 ‘이론적’ 비판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과 마찬

가지로 실제적인 예를 통한 ‘경험적’ 비판 역시 설득력이 없기는 매한가지이다. 

이어지는 대목인 6장 초두에서 사탄은 시어도어를 프랑스의 한 마을로 데리고 

간다. “몹시 지쳐 보였으며, 굶어죽을 것처럼 기운 없고 몽롱한”(59) 한 무리의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사탄은 도덕관념을 비판한다.

“도덕관념은 바로 이런 거야. 주인들은 부자이고 매우 거룩한 사람들이지. 하지만 

그들이 이 가난한 형제자매들에게 주는 급료는 겨우 굶어 죽지 않을 정도밖에 안 

돼. 이들은 겨울이든 여름이든, 아침 여섯 시부터 저녁 여덟 시까지 하루 열네 시

간을 꼬박 일해야만 하지.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야. . . . 그러다가 병에 걸리면 파리 

목숨처럼 죽어 나가지. . . . 이 공장 주인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르쳐준 

게 바로 소위 도덕관념이야. 넌 지금 그 결과를 보고 있는 거야.”

“It is some more Moral Sense. The proprietors are rich, and very holy; but 

the wage they pay to these poor brothers and sisters of theirs is only 

enough to keep them from dropping dead with hunger. The work-hours are 

fourteen per day, winter and summer—from six in the morning till eight at 

night—little children and all . . . and disease come, and they die off like 

flies. . . . It is the Moral Sense which teaches the factory proprietors the 

difference between right and wrong—you perceive the result.” (59-60)

 

  이 대목에서 사탄은 초기 자본주의 시기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비참한 인간 운

명을 상기시키는 작중 현실에 관해 비판의 목소리를 드높이면서 이 모든 것을 도

덕관념 탓으로 돌리고 있으나, 독자로서는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도덕관념 탓이라

는 사탄의 해석에 선뜻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은 공장 주인에게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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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관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게 훨씬 더 설득력 있는 주장일 것이다. 여

기서 눈여겨볼 점은 공장 주인들이 “부유하면서도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사탄의 

설명이다. 이는 사탄의 비판이 독실한 신앙심을 가진 부자 기독교인들이 가난한 

이웃들을 착취하는 행태에 향해 있음을 보여 준다. 이렇게 본다면 사탄의 비판은 

인간의 도덕관념보다는 부유한 기독교인들의 위선을 향해 있다. 포터(Drue A. 

Porter)는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서 트웨인이 “도덕과 종교의 이름으로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고 야만적이 될 수 있는가를 효과적으로 보여주려” 한다고 지적한

다(44-45). 그러나 정작 독자들로서는 도덕관념을 비난하고 이를 없애버려야 한

다는 사탄의 설법보다는 오히려 진정한 도덕관념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받게 된다. 

  사실 도덕관념과 인간세상의 악과의 논리적 연관성이 전혀 설명 불가능한 것

은 아니다. 선악을 구별하는 것은 타인을 악으로 규정하고 박해하는 폭력의 정당

화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이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중세의 마녀사냥이다. 

따라서 6장에 나오는 갓프리드 나르(Gottfried Narr)의 할머니의 비극적 죽음은 

사탄의 도덕관념 비판에 대한 가장 강력한 논거로 작용할 수 있는 에피소드이다. 

갓프리드의 할머니는 6개월 전에 마녀로 몰려 화형당했다(64). 그녀는 “자기 말

로는 환자의 머리와 목을 손가락으로 주물러서 심한 두통을 낫게 했다지만, 실제

로는 악마의 도움으로 낫게 한 것”(66)이라는 죄목으로 기소되었다가 화형당한 

것이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인근의 여학교에서 열한명의 여학생이 벼룩에 물려

서 생긴 피부병으로 인해 마녀로 몰려 화형당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열흘 밤낮 

동안 어두컴컴한 독방에 갇혀 있던 여학생들 중 한 명이 죄를 자백하자 나머지 

소녀들도 이를 시인해서 결국 모두 화형 당한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씩 하나씩 

그녀에게 상기시켜주기 전에는 세부적인 내용은 어떤 것도 기억하지 못했

다”(65)거나, “마녀들을 다루는 사용 설명서가 이미 2세기 전부터 작성되었

다”(65-6)는 화자의 설명은 이 모든 사건이 허위와 날조로 이루어진 것임을 암

시한다. 이는 사탄이 말하는 도덕관념이 실제로 인간을 불행으로 몰고 가는 강력

한 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갓프리드의 할머니나 여학생들이 당한 마녀사냥은 

엄밀히 말해서 도덕관념 때문이라기보다는 미신과 무지로 발생한 사건이다. “최

근에는 예전보다 많은 종류의 마녀들이 출현했으며, 옛날에는 주로 늙은 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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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지만, 최근에는 온갖 연령에서 출현했다”(65)는 화자의 논평은 마녀사냥이 

종교현상이라기보다는 사회 경제적 요인과 밀접하게 얽혀있는 현상임을 우회적

으로 폭로한다. 즉 질병이나 기근 등으로 인한 사회적 불만을 마녀 탓으로 돌리

고 그들을 처벌함으로써 부풀어 오른 사회적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일종의 사회

적 방어기제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간의 도덕관념이 마녀를 처벌하는 데 이용

될 수는 있을지언정 이것이 이 모든 악행의 근본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적어

도 이 작품에는 자신이 지닌 도덕관념에 대한 확신에 근거해서 타인을 마녀로 심

판하는 캐릭터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피터 신부가 주운 금화는 본래 

자신의 것이고 이를 도둑맞은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피터 신부와 그의 질녀 마

짓을 파멸 직전의 상황으로 몰아가는 점성술사의 존재(46) 역시 편협한 도덕적 

신념에 사로잡힌 인물이라기보다는 탐욕에 사로잡혀 거짓을 꾸며내는 파렴치한

에 불과하다. 이런 설정은 도덕관념이 인간의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사탄의 주장

을 심각하게 전복시키는 장치가 된다. 

  성종태는 “사탄이 도덕관념을 갖춘 인간을 통렬히 비난할 때는 그가 마크 트

웨인의 대변자 내지는 마크 트웨인 자신이라 생각된다”(118)고 주장한다. 그러

나 막상 텍스트 자체는 도덕관념이 인간악의 근본원인이라는 사탄의 주장에 힘

을 실어 주지 않는다. 다만 기독교 문명이 인간 사회에 만연한 폭력과 전쟁을 가

져온 근본적인 악이라는 사탄의 비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는

다. 이런 맥락에서 이 작품이 설파하는 메시지는 인간 혐오론이라기 보다는 종교 

혐오론 정확히 말하면 무차별적인 기독교 비판에 더 가깝다. 사탄은 소수가 다수

를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장치인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지적하면서 구체적으로 

미국 사회의 정신적 기반이 되고 있는 기독교 그 중에서도 예정론으로 특징지어

지는 캘빈주의를 집중적으로 공격한다. 이는 작품 전반에 걸쳐 빈번하게 등장하

는 성서에 대한 다양한 패러디로 나타난다. 예컨대 3장에서 장난삼아 만들다가 

망쳐버린 모형인간들이 불구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탄은 조물주의 인

간창조를 비웃고 있으며 8장에서는 성서에 나타난 파괴와 살육의 역사를 보여 

줌으로써 기독교야말로 인간의 무지한 폭력의 역사의 주범이라고 역설한다

(10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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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야 그들 모두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최선을 다했지. 살인은 인류의 주된 포부

이자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지. 하지만 기독교 문명이야말로 단연코 자랑할 만

한 승리를 거둔 유일한 문명인 셈이지. 앞으로 200년 혹은 300년 후면, 뛰어난 살

인자는 모두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인정될 거야.

They all did their best—to kill being the chiefest ambition of the human 

race and the earliest incident in its history—but only the Christian 

civilization has scored a triumph to be proud of. Two or three centuries 

from now it will be recognized that all the competent killers are Christians; 

(112)

  또한 사탄은 신의 섭리라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부인하면서 도미노 이론에 따

라 인간의 운명의 덧없음을 설명한다. 

“사람의 운명도 하나님이 정하는 거야?”

“운명이 미리 정해지느냐고? 아니야. 운명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정해져. 인간의 

첫 번째 행위가 두 번째 행위와 그 다음에 따라오는 모든 행동을 결정하게 돼. 그

런데 가령 그렇게 정해진 행동 중에서 한 가지를 건너뛰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겉으로 보기에 아주 사소해 보이는 한 가지 행동을 하지 않는 거야. . . . 바로 그 

순간 그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게 돼.” 

“Does God order the career?”

“Foreordain it? No. The man’s circumstances and environment order it. His 

first act determines the second and all that follow after. But suppose, for 

argument’s sake, that the man should skip one of these acts; an apparently 

trifling one, for instance. . . . That man’s career would change utterly, from 

that moment.” (86)

여기서 사탄은 신이 인간의 운명을 미리 정해 놓았다는 예정론을 포함한 신의 섭

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면서, 인간의 운명은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정해질 뿐이

라는 주장을 펼친다. 다만 자신만이 그러한 인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지

닌 존재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탄의 주장은 다소 혼란스럽다. 신이 인간의 운

명을 미리 정해 두었다는 예정론을 반박하면서 그와 동시에 예정론보다 훨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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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높은 결정론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탄이 펼치는 주장은 모든 것이 

철저하게 인과율에 따라 결정되는 기계적 결정론이다. 캘빈주의 예정론이 공격

받는 가장 주된 이유가 믿음과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자유의지의 역할을 배격하

기 때문임을 감안할 때, 단순히 믿음의 차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

유의지를 완전히 배제하는 사탄의 기계적 결정론은 더 큰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 

사탄은 인간의 운명에 개입해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하지만, 

니콜라우스(Nikolaus)의 때이른 죽음에서 드러나듯이 사탄의 개입은 불행을 초래

하는 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사탄은 스스로를 변

호하면서 자신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니콜라우스는 훨씬 오래 살았겠지만, 그가 살

게 될 10억 개나 되는 가능성 중에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은 단 하나도 없으

며, 그 모든 삶이 온통 불행과 재앙으로 가득한 삶”(89)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거짓말을 하는 사탄의 행태를 보는 독자로서는 이 말에 선

뜻 동의할 수 없다.5 사탄은 도덕관념이 없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거짓을 구사할 

수 있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재판에서 피터 신부의 무죄가 밝혀진 직후 신부

를 찾아가서 “재판은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은 법정의 판결에 따라 영원히 도둑이

라는 불명예를 안고 살게 되었습니다”(127)는 거짓말로 신부를 미치게 만드는 장

면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브로드윈이 말한 사탄의 네 가지 기본 역할 중 첫 번째

인 “전통적인 유혹자와 ‘거짓의 아비’”(207)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 

자신의 거짓말로 피터 신부를 미치광이로 만든 사탄은 이에 항의하는 시어도어에

게 “온전한 정신과 행복은 불가능한 조합”(129)이며, “제 정신으로는 누구도 행

복해질 수 없다”(129)고 강변한다. 시어도어는 “방법이 문제잖아, 사탄. 방법이! 

그분의 이성을 빼앗지 않고서 그렇게 할 순 없었던 거야?”(129)라고 반발하면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킨다는 사탄의 기계적 지성에 대한 반감을 표출한다. 시

어도어는 속으로 “사탄은 죽이거나 미치광이로 만드는 방법 말고는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푸는 법을 모르는 것 같다”(129)고 평가 절하한다. 

  5 사실 이 작품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사탄의 능력이 바로 거짓말 능력이다. 예컨대 마짓

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 장면에서 사탄은 “엄청나게 많은 거짓말을 했다”(56)고 시어도어는 증언한다. 

그런데 그 이유를 “천사들은 선악을 구별하지 못한다”(56)는 관점으로 설명함으로써 시어도어는 선

악을 구별하는 능력인 도덕관념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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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어도어의 사탄 비판

  앞에서 우리는 이 작품의 중요한 구도가 사탄에 의한 시어도어의 교육이라는 

점과 막상 텍스트 자체가 교육자의 역할을 맡은 사탄의 가르침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전복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학

생의 위치에 있는 시어도어가 사탄의 가르침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는 이 

작품을 평가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 사탄의 주장 중 많은 부분이 작가의 목

소리를 담고 있으면서도 작가의 견해와 섣불리 동일시 할 수 없는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점은 사탄과 대척적인 위치에 존재하는 화자를 부각시키는 요인이 된다. 

사탄이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작가의 입장을 시어도어가 대변할 가능성이 남

기 때문이다. 사실 이 두 인물이 각각 무엇을 대변하는가는 꽤 분명하다. 전자는 

감정이 배제된 지성 즉 옳고 그름을 초월하며, 고통과 행복을 구분하지 못하는 

순수한 지성을 대변하는 반면 후자는 동료 인간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대변한다. 

사실 사탄이 지성을 대변한다는 점은 “내가 볼 때 사탄의 가장 신기한 능력은 바

로 남의 생각을 읽는 것”(32)이라는 시어도어의 말에서 잘 드러난다. 그런데 사

탄의 지성은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한계를 지닌 

능력이다. 사탄의 교육을 받는 시어도어는 스승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정확하

게 인식한다. 

사탄은 아픔이나 슬픔을 느껴본 적이 없었고, 그게 무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냥 이론적으로만, 즉 지적으로만 알고 있었다. 물론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다. 

아픔이나 슬픔 같은 감정은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 알 수 없으며, 단지 이에 관한 

허술하면서도 무지한 개념을 가질 수 있을 뿐이다. 

He had never felt a pain or a sorrow, and did not know what they were, in 

any really informing way. He had no knowledge of them except theoretically

—that is to say, intellectually. And of course that is no good. One can never 

get any but a loose and ignorant notion of such things except by 

experience. (106-107)

  감정이 배제된 지성은 인간악에 대한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시어도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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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은 “천사들에게 고통은 아무 것도 아니다. 천사들은 고통을 들어서 알 뿐이

다”(111)는 비판으로 반복된다. 이는 뒤집어서 말하면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줄 

아는 지식—혹은 지성—이야말로 인간사회에 만연한 악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

한 가능성이라는 말이다. 예컨대 인도의 한 소도시에서 욕심쟁이 지주에게 저주

를 내리는 사탄을 볼 때도 시어도어는 “사탄이 이 외국인을 향한 계획에서 그와 

같은 악의적인 만족을 취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심하지는 않지만 나를 슬프게 했

다”(133)고 혼잣말한다.6 이러한 시어도어의 독백은 스승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반감이자 비판이다. 리사(Lisa) 부인과 니콜라우스의 일을 목격하면서 마침내 시

어도어와 친구들은 더 이상 사탄에게 부탁을 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왜냐하면 

“사탄은 사람을 죽이는 방법 말고는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푸는 방법을 모르는 

것처럼 보이기”(106) 때문이다. “사탄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려는 바람은 전적

으로 믿었지만, 그의 판단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었다”(108)고 시어도어는 

말한다. 이는 시어도어가 사탄의 행동에 대한 올바른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능력 

즉 진정한 의미에서의 도덕관념을 지닌 인물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사탄의 인간 혐오론에 맞서는 인물이면서 그를 공감의 세계로 “개종시

키려고”(convert 111) 노력하는 시어도어가 마녀로 몰린 한 여인에게 주위의 눈

을 의식해서 함께 돌을 던졌다가 사탄의 조롱을 받는 장면(115-16)은 시어도어

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유보하게 만든다. 이는 사회의 강요된 도덕률과 인간적인 

우정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후자에 따라 도망노예인 짐(Jim)의 고발장을 찢

어버리는 헉(Huck)의 승리라는 식의 해결이 이미 불가능해진 사회 현실에 대한 

작가의 비관적 인식을 보여준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은 도저히 구제불능의 

존재라는 사탄의 인간 혐오론에 트웨인이 동조한다고 볼 필요는 없다. 이것이 마

지막 장(11장)에서 모든 것이 꿈이라는 일종의 유아론이 제시되는 이유이다. 인

간사회에 만연한 악으로 인하여 인간은 파멸할 수밖에 없고 또 파멸하는 것이 당

연하다는 사탄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현실을 변화

  6 사람들에게 온갖 종류의 과일이 나무에 열리는 마술을 보여주던 사탄이 갑자기 나타난 땅 주인이 

그 나무의 독점권을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내쫓자 과일나무를 썩게 만들면서 “매일 밤 한 시간에 한 번

씩 뿌리에 물을 주시오. 당신이 직접 해야 하오.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도 안 되고 낮에 물을 주어도 안 

되오. 밤에 한 번이라도 그 일을 거르면, 나무도 죽고 당신도 죽을 것이오”(132)라는 저주를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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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나갈 가능성으로서 시어도어와 같은 다음 세대의 존재를 대안으로 제시할 

수도 없는 트웨인에게 남겨진 유일한 선택이 꿈이라는 형태의 결론임은 어찌 보

면 당연한 논리적 귀결일 수 있다. 

  11장에서 마지막 작별을 앞두고 내세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묻는 시어도어

에게 내세란 존재하지 않으며, 내세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하나의 환상이고 

꿈”(136)임을 역설하는 사탄의 주장은 상당 부분 작가의 마음을 대변하는 가르

침이다. 이 꿈 속에서 아무 것도 중요하지 않으며 다만 하나의 생각으로 떠돌아

다니는 나만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탄의 유아론은 트웨인이 말년에 인생에 

대해서 가지게 된 비관적 전망의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말을 들은 시어도어

가 소름이 끼치면서도 그 말이 사실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러한 사탄

의 가르침은 울림이 크다(138). 하지만 터키는 “트웨인이 쓴 메모는, 화자와는 

달리, 트웨인 자신은 이러한 유아론적 견해를 자기 자신의 견해로 꼭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음을 암시한다”(64)고 반박한다. 로만 역시 이 작품의 종장에 나오는 

“유아론적이고 절망적인 형이상학적 윤리가 불가사의한 이방인의 최종 버전에 

담고자 했던 트웨인의 진짜 의도인가에 의문을 제기”(77)하며 “자신은 이 작품

의 최종 진실이 보다 더 인식론적이고 불확실하며 본성상 보다 덜 유아론적이고 

형이상학적이라고 믿는다”(78)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생은 하나의 꿈이라는 메시지가 꼭 인생무상을 의미하는 부정적인 

메시지라고 볼 필요는 없다. 또한 악의와 무의미, 폭력과 무지로 가득 찬 하나의 

악몽이라는 시어도어의 깨달음이 전적으로 암울한 것일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악몽에서 깨어난 후 비록 “슬프지만 더 현명한”(a sadder and wiser, 

Tuckey 38) 사람으로서 암울하고 냉혹한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책임과 힘을 

부여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설사 인생이 한바탕 꿈일지라도 그 꿈을 어떻게 꿀 

것인가는 여전히 시어도어를 위시한 독자에게 남겨진 과제이다. 이런 의미에서 

“다른 꿈을 꾸어봐. 좀 더 나은 꿈으로 말이야!”(136)라는 사탄의 말이야말로 이 

작품을 통해서 트웨인이 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궁극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임진희는 이를 “이제까지의 인류역사를 무위로 돌리고 다시 꿈꾸고 나아지

려는 사회변혁의 기대와 힘”(120)의 촉구라고 해석한다. 이렇게 보면 이 작품은 

절망과 슬픔, 무의미로 점철된 이 세상과 인간사회에 대한 혐오에 침잠하는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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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모순을 뛰어넘는 변화를 촉구하는 트웨인의 메시지를 담은 뛰어난 예술

적 성취라고 할 수 있다.

III. 결 론 

  불가사의한 이방인의 사탄은 상당 부분 작가인 트웨인의 염세주의를 대변하

는 인물이다. 그러나 트웨인은 첫 장면부터 사탄이라는 인물이 지닌 극도의 잔인

성을 여과 없이 보여줌으로써 그가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 독자로 하여금 명확

하게 인식하게 만들며 이는 화자인 시어도어를 위시해 그의 가르침을 접하는 모

든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에 거리감을 두고 비판적 지성을 통해 이를 여과해서 받

아들이게 만든다. 사탄에 의한 시어도어의 교육이라는 큰 틀에서 이야기를 전개

해 나가면서도 정작 그 교육자의 신뢰성—적어도 인품이나 성격 면에서—을 파

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신뢰할 수 없는 교사의 가르침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그런 가르침을 전하지 않으면 될 일 아닌가?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록 

인격이나 성품 면에서는 신뢰할 수 없을지라도 그가 전하는 인간 사회의 불합리

성과 폭력성은 그 자체로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며 트웨인은 이러한 비관

적인 현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독자들이 가지기를 원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관적인 현실에 근거해 극도의 인간 혐오론으로 치닫는 사탄의 입장에 동조하

는 대신 그가 결여하고 있는 슬픔과 고통에 대한 이해, 고통 받는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길러서 이 암울한 현실을 극복해나가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시어도

어로 대표되는 어린 세대의 성장에 기대한 것이다. 달리 말하면 트웨인은 독자들

이 세상의 부조리와 불합리에 대해 전혀 모르는 순수의 상태(American 

innocence)에서 머물지 않고, 폭력과 비참으로 점철된 경험의 세계(American 

experience)에 눈뜬 후 이를 넘어서 통합된 순수(Unified innocence)의 단계로 

나아가기를 염원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작품은 16세기 오스트리아라는 시공간적 거리

라는 장치를 통해 인간 사회의 불합리성, 인간의 이기적 본성에 대한 무차별적인 

풍자와 조롱의 여지를 작가에게 부여하면서도 결말부에서 이를 하나의 악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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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도로 제시함으로써 그 악몽에서 깨어난 후의 삶에 대한 일말의 가능성을 열

어 둔다. 이 점에서 이 작품은 말년의 트웨인이 도달한 염세주의적 비전에 대한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독자에게 제시하는 탁월한 문학적 성취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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