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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문화의 경전, J.D. 샐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

J.D. 샐린저의 명저 『호밀밭의 파수꾼』 은 당대 미국 사회

의 부조리한 모습을 담고 있다. 이 소설은 호밀밭의 파수꾼

이 되고 싶어하는 주인공 ‘홀든’과 그의 가족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미국 반문화의 경전으로도 일컬어지는 

이 책에 반영된 미국 사회의 허위 의식과 물신주의를 들여

다보자. 



김욱동

『호밀밭의 파수꾼』 제목의 의미

『호밀밭의 파수꾼』 등장인물

『호밀밭의 파수꾼』 의 문학적 요소

『호밀밭의 파수꾼』 의 주제

영문학자, 

문학평론가,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외대 교수

저서 『위대한 개츠비를 다시 읽다(2013), 『포크너를 

위하여(2013)』 외 다수, 세계 명저 번역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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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의 시인. 프랑스 혁명의 이념에 공감하여 

당시 사회의 모순을 글로써 비판했으며 향토애가 묻어 

나는 서정적이고 소박한 시를 써 스코틀랜드의 국민 

시인으로 존경받는다. 

로버트 번스 (Robert Burns, 1759~1796) 



본명은 새뮤얼 랭혼 클레먼스. 신문 기자 출신으로 날

카로운 사회 풍자와 해학을 담은 글쓰기에 능했으며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략을 비판하고 반전 활동에도 참

여하였다. 미국 미시시피 강 유역을 배경으로 한 자전

적 성장 소설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핀의 모험』

으로 유명하며 현대 영미 문학의 효시로 평가받는다

마크 트웨인(Mark Twain, 1835~1910)



유대계 미국인으로 『호밀밭의 파수꾼』(The Catcher 

in the Rye)으로 잘 알려져 있다. 반문화, 저항문화의 

아이콘으로, 소설 속 주인공 홀든 콜필드의 구어체 서

술을 통해 미국식 생활 방식에 비판을 가했고 큰 성공

을 거두었지만 죽을 때까지 은둔 생활을 했다.

 

제롬 데이비드 샐린저 (Jerome David Salin-
ger, 1919~2010)



<들놀이>

로버트 번스의 시 <Comin’ Through The Rye>의 

번안곡 <들놀이>

너와 내가 밀밭에서 서로 만나서/ 키스를 한대도 누가 

아나요

우리들이 밀밭에서 나온다 해서/ 웃으라면 웃으라지 

집으로 간다네

<Comin’ Through The Rye>의 또 다른 번안

나아가자 동무들아 어깨를 걸고/ 시내 건너 재를 넘어 

들과 산으로

산들산들 가을 바람 시원하구나/ 랄라랄라 씩씩하게 

발맞춰 가자

홀든은 꼬마가 부르는 노래 가사를 오해한다. 

“호밀밭으로 걸어오는 누군가를 만나기 시작하면” 

(Gin a body meet a body  comin’ through the 

rye)  → “호밀밭으로 걸어오는 누군가를 붙잡기 시작



하면”(Gin a body catch a body comin through the 

rye)

홀든의 장래 희망은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는 것 

“난 어떤 절벽 끝에 서서, 그 아이들이 절벽 끝인 줄 모

르고 달리는 것을 내가 붙잡아 준단 말야. 난 그저 호

밀밭의 파수꾼이 되고자 하는 것뿐이지.”

『호밀밭의 파수꾼』의 등장인물

주인공인 홀든 콜필드, 동생 피비, 형 DB, 여자 친구 

제인 등

홀든의 아버지는 대기업의 고문변호사로 매우 부유한 

유대인이다.

흘든의 여동생 피비는 매우 귀엽고 발랄하다.

홀든의 형인 DB는 한때 유망한 작가였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자 꿈을 포기하고 헐리우드에서 영화 대본 

쓰는 일을 한다.



홀든의 여자 친구 제인은 속물 근성이 강한 여자다.

『호밀밭의 파수꾼』의 장르

성장 소설 (Bildungsroman)

성장 소설 (Bildungsroman) 

성인의 세계로 들어가는 유년, 소년기의 인물이 정체

성의 혼란과 내면적 갈등을 겪으며 정신적으로 성장

하고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 화합하고 각성하는 과정을 

담는 소설의 장르

『호밀밭의 파수꾼』은 『허클베리 핀의 모험』의 도입부

와 유사한 어구를 사용하는 등 마크 트웨인의 작품을 

모방한 흔적이 있다.

1인칭 시점

『호밀밭의 파수꾼』은 고백체로 독자들에게 자신의 이

야기를 해주는 1인칭 시점을 택하고 있다.

first-person naration: 1인칭 고백체 소설



『호밀밭의 파수꾼』의 가장 큰 특징은 ‘언어의 사용’

『호밀밭의 파수꾼』은 1950년대의 미국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은어, 속어, 비어를 많이 사용하여 출간부터 

많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호밀밭의 파수꾼』의 첫 문장

‘정말로 이 이야기를 꼭 듣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내 거지 같은 어린 시절이 어떠했으

며, 또 내가 태어나기 전 우리 부모님이 무엇을 하셨는

지 따위를 알고 싶을 겁니다.’

도입부에서 ‘거지 같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본래 속

어인 ‘lousy’

→ lousy는 ‘louse(이)’의 형용사형

원서로 읽을 때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비어, 속어의 사

용이 매우 많아 ‘비어,속어의 사전’이라 불리기도 하는 

『호밀밭의 파수꾼』



『호밀밭의 파수꾼』의 주제 

① 미국적 생활 방식과 문화에 대한 비판

샐린저는 소설을 통해 미국의 물질 만능주의와 물질적 

성공을 위해서라면 꿈과 가치관도 내팽개치는 성공 지

상주의, 능력만 있으면 돈과 명예를 얻을 수 있다는 아

메리칸드림 등 미국적 가치관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홀든은 주변 친구들이 예외 없이 추구하는 좋은 집과 

차, 많은 돈, 아름다운 여자와 안락한 삶 등의 통속적

인 가치가 의미 없는 것이라고 여긴다.

홀든은 사회적으로는 ‘낙오자’에 가깝지만 미국 사회

의 물신주의적 가치관을 스스로 거부하고 건강한 가치

관을 추구하는 인물이다.

phony

(형용사) 가짜의, 허위의, 겉치레의/ (명사) 가짜, 위조

품, 위선자/ (동사) 위조하다, 속이다, 날조하다



『호밀밭의 파수꾼』의 주제 

② 가짜, 허위(phony)에 대한 비판

가식과 위선이 가득 찬 세상에서 사람들은 진심으로 

소통하지 못하고 소외와 고립 속에서 살아 가고 있다.

가족 간의 관계도 의미 있는 소통이 불가능한 단절의 

상태다.

홀든은 이러한 가식과 허위가 종교, 예술, 문화 영역에 

온통 퍼져 있다고 비판한다.

‘허위와 가식 → 불신 → 의사 소통 부재 → 소외와 고

독’의 악순환

사회의 가치관에 깊은 혐오와 환멸을 느끼는 홀든은 

시골에서 은둔하며 벙어리처럼 살아가길 희망한다.

『호밀밭의 파수꾼』의 주제 

③ 겉모습과 실제 모습 사이의 괴리, 갈등, 긴장



『호밀밭의 파수꾼』의 주제 

④ 개인과 사회의 갈등

유럽 대륙의 구태를 피해 새로운 삶을 찾아 대서양을 

횡단해 온 미국의 역사적 배경 탓에 미국 문학에서 개

인과 사회의 갈등은 매우 중요한 키워드이다.

‘개인과 사회의 갈등’ 문제에서 영국 소설은 사회의 역

햘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미국 소설은 개인

의 영역을 더 비중 있게 다룬다.

워싱턴 어빙의 『립 밴 윙클』, 너대니얼 호손의 『주홍글

씨』,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 마크 트웨인과 헤

밍웨이의 작품에서도 사회의 속박을 벗어나 자유를 추

구하는 개인의 모습이 드러난다.

홀든은 1950년대에 널리 퍼져 있던 미국적 가치관에

결별을 고한다.

결국 홀든은 신경쇠약에 걸려 캘리포니아의 요양원에

서 치료를 받게 된다.



『호밀밭의 파수꾼』은 이렇게 홀든이 요양원에 오게 된 

과정을 독자들에게 들려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은 호밀밭에서 놀이하는 

아이들을 지켜주는 파수꾼이 되고 싶다는 주인공 홀든

의 희망으로, 주제 의식을 함축하고 있기도 하다. 

『호밀밭의 파수꾼』의 등장인물은 변호사 아버지, 어머

니, 영화 대본을 쓰는 형, 여동생과 여자친구 등인데, 

이들은 파편화되고 소외된 인간 관계의 모습을 보여준

다. 

『호밀밭의 파수꾼』은 성장 소설로, 고백체의 1인칭 시

점을 택하고 있다. 소설 전체를 지배하는 은어, 비어, 

속어는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이다. 

『호밀밭의 파수꾼』은 샐린저가 살아가던 당대 미국 사

회의 물신주의, 성공 지상주의, 가식과 허위가 지배하

고 인간 사이의 진정한 소통은 메말라 가는 현실에 대

한 예리하고 통렬한 비판을 담고 있다.



1. 제롬 데이비드 샐린저의 1951년 작 『호밀밭의 파수꾼』은 주

인공인 홀든 콜필드를 통해 청소년기의 불안정한 이중성과 정신

적인 방황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다음 중 『호밀밭의 파수꾼』을 

수식하는 말이 아닌 것은?

(1) 성장 소설    (2) 자전적 소설    (3) 장르 소설    (4) 장편 소설

2. 『호밀밭의 파수꾼』은 당대 미국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

고있기도 하는데, 다음 중 『호밀밭의 파수꾼』이 주로 다루고 있

는 사회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년실업     (2) 물신주의

(3) 인간 소외    (4) 소통의 부재



3. 다음은 『호밀밭의 파수꾼』의 한 구절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

는 이 소설의 제목『호밀밭의 파수꾼』의 의미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난 어떤 절벽 끝에 서서, 그 아이들이 절벽 끝인 줄 모르고 달리

는 것을 내가 붙잡아 준단 말야. 난 그저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

고자 하는 것뿐이지.”

(1) 속물적인 세상으로 부터 아이들을 지켜주는 파수꾼

(2) 방황에 대한 통제

(3) 홀든 콜필드의 장래희망

(4) 기성세대의 위선과 구분되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애정



1. (3)   2. (1)   3. (2)

1. (3) 장르소설은 판타지, SF, 멜로 등의 대중소설을 이르는 말

    로 <호밀밭의 파수꾼>과는 관계없다.

2. 홀든 콜필드는 기성세대의 물질만능주의와 이로 인한 인간 

    소외에 대해 환멸을 느끼고 집으로 돌아간다. 이 소설은 청년

    실업에 대해 다루지는 않는다.

3. 홀든은 위선적이고 속물적인 세상으로 부터 아이들을 보호하

    는 파수꾼이 되고자 하지만 이것이 그들의 방황을 통제하겠

    다는 의미는 아니다.



강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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