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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오랫동안 성장소설로서 함께 논의되어 온 실비아
플라스(Sylvia Plath)의 『벨 자 The Bell Jar』(1963)와 샐린저(J. D.
Salinger)의 『호밀밭의 파수꾼 The Catcher in the Rye』(1951)에서 주
인공들이 겪는 우울의 문제와 우울을 가져온 소외의 원인들에 대해 고찰
하는 것이다.
두 작품에서 작가들은 작품 전반에 죽음의 이미지들을 배치함으로써
주인공들의 심각한 우울 상태와 함께 죽음에 대한 충동 혹은 욕망을 표현
한다. 『벨 자』의 경우에는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벨 자’의 이미지와 죽
은 태아의 이미지가 중심적 위치에 놓인다. 벨 자는 진공의 유리관으로서
외부로부터의 공기 유입이 차단되는 성질로 인해 그 안에 갇혀 있는 생물
체를 질식시킬 수 있는 공간이다. 또한 그것의 투명성은 그 안에 갇혀 있
는 사람으로 하여금 밖을 내다보는 것이 완전히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세
상을 바라보게만 할 뿐 그것에 참여할 수는 없도록 만든다. 한편, 죽은 태
아의 이미지는 ‘실패’ 혹은 ‘미완성’과 관련이 있다. 정해진 주수를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생명이 끊긴 아기의 모습은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해 좌절
하는 주인공의 자아상과 같다. 에스더는 벨 자의 이미지와 죽은 태아의
이미지를 결합하여 자기 자신을 ‘벨 자에 갇혀 죽은 아기’로 표현하기도
한다.
『호밀밭의 파수꾼』에 등장하는 많은 죽음의 이미지들 가운데 주목
할 만한 것은 죽은 앨리의 이미지이다. 홀든은 동생 앨리의 죽음에 대해
죄책감과 동시에 두려움을 갖는다. 즉, 그는 앨리가 언제든 자신을 죽음으
로 이끌 수 있다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 그는 앨리에게 계속해서 대화를
걸며 앨리의 망상에 사로잡힌 듯한 모습을 보인다. 또한 센트럴 파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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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들의 이미지 역시 죽음에 대한 홀든의 강박을 나타낸다. 홀든은 겨울철
오리들의 안위에 대해 집착적으로 타인들에게 물으며 호수가 얼어 오리들
이 동사하게 되는 것에 대해 염려한다. 오리들의 죽음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한 불안을 드러내는 것이다. 즉, 홀든은 호
수가 얼면 갈 곳이 없어지는 오리들의 처지와, 안식처를 잃고 추위 속에
방황하는 자신의 모습을 동일시하고 있다.
에스더와 홀든이 경험하는 우울의 원인을 ‘소외’로 볼 수 있는데, 그들
은 사회로부터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소외된다. 그들의 소외에는
사회적인 맥락과 개인적인 경험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우선 사회
적 맥락의 영향을 살펴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 찾아온 경제적 풍
요는 물질주의를 낳았고 두 주인공은 그것을 즐기는 많은 사람들과 달리
그것을 비판하고 거부한다. 또한 경제적 풍요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순응
에 대한 압박 역시 주인공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가정이라는 울타
리 안에서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만을 강요하는 남성중심주의는 에스
더에게 큰 고민을 가져다준다. 또한 홀든은 사회 주류층의 사고방식과 행
동을 비판하며 그들을 거짓되다고 평가하고, 대신 타인의 의견에 상관없
이 자신들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소수자들에 대해서 동정과 애정을 표
현한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경험 역시 두 주인공들의
소외에 영향을 주는데, 에스더와 홀든은 공통적으로 여러 인간관계에서
실패한다. 특히 이 두 주인공은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 되는 부모와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형성하지 못한다. 에스더는 어린 나이에 잃은 아버지
를 그리워하는 한편, 아버지가 죽은 원인을 어머니에게로 돌리고 어머니
를 매우 증오한다. 에스더가 부모에 대해 갖는 감정은 매우 강렬한 것인
반면에 홀든이 부모에 대해 갖는 감정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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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홀든의 부모가 홀든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홀든과 부모 사
이의 유대는 매우 약하다. 바쁜 아버지와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는 홀
든과 어떤 의미 있는 관계도 맺지 못한다.
에스더와 홀든은 자신들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피상적인 인간관계
만을 맺는다. 그들에게는 친구라고 부를 만한 이가 없고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그저 그들을 스쳐지나갈 뿐 진심이 담긴 소통은 일어나지 않는
다. 그들은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을 사람들이 주변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
는다.
다만, 홀든에게는 여동생 피비가 그를 우울에서 구출해낼 유일한 가
능성으로 제시된다. 주변의 물질주의적이고 거짓된 사람들과는 달리 피비
는 순수하고 헌신적인 인물로 묘사된다. 반면에 에스더에게는 피비와 같
은 인물이 없으므로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고통을 홀로 감당하게 된다.

주요어 : 소외, 우울, 죽음, 물질주의, 획일주의, 인간관계
학 번 : 2009-2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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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실비아 플라스(Sylvia Plath, 1932～1963)의『벨 자 The Bell
Jar』(1963)와 샐린저(J. D. Salinger, 1919～2010)의 『호밀밭의 파
수꾼 The Catcher in the Rye』(1951)은 성장소설(Bildungsroman)
로서 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50년대1) 미국사회에서 젊은이들이 경
험한 좌절과 고통, 그로 인한 정신적 쇠약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
독일어로 bildung은 형성을, roman은 소설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
성장소설 혹은 교양소설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사용되는
Bildungsroman이라는 용어는 ‘인격 혹은 교양의 형성 과정을 그리
는 소설’이라는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 대부분의 성장소설은 자서전
적이며 이것은 『벨 자』와 『호밀밭의 파수꾼』의 경우에도 마찬
가지이다.2)
제롬 벅클리(Jerome Buckley)에 따르면 성장소설들은 유사한 플
롯을 가지고 있다. 지방에서 자라나는 아이가 가정의 억압적인 분위
1) 정확히 말하면, 『벨 자』는 1953년을, 『호밀밭의 파수꾼』은 1949년을 시간적 배경으
로 한다. 『벨 자』의 에스더는 로젠버그 부부가 전기 처형된 여름에 자신이 뉴욕에 머
무르고 있었다고 언급하는데, 역사적 사실로 미루어볼 때 이때는 곧 1953년 6월이다. 한
편, 『호밀밭의 파수꾼』의 서술자 홀든은 자신이 서술하고 있는 이야기가 자신이 16세
때의 일이라고 밝히고 있다(9). 또한 그는 1946년, 자신의 나이 13세일 때 남동생이 사
망하였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38), 『호밀밭의 파수꾼』의 시간적 배경은 1949년임을
알 수 있다.
2)『벨 자』의 경우 작품의 내용이 플라스의 생애와 거의 일치하여 『호밀밭의 파수꾼』보
다 자서전적 성격이 더욱 강하다. 샐린저 역시 한 인터뷰에서 『호밀밭의 파수꾼』이 일
종의 자서전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Chambers 270), 작품 속 주인공의 모습이 자신의 소
년 시절과 매우 유사하고,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털어놓아 안도감을 느낀다고 말한 바
있다(French 66). 그러나『호밀밭의 파수꾼』은 샐린저의 전기와 상당 부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벨 자』만큼 자서전적 성격이 강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가족관계
와 학교생활의 측면에서 홀든과 샐린저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French
21-2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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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히 억압적인 아버지)와 불만스러운 학교 교육을 벗어나 도시로
나아가고 그곳에서 직업에 대해 준비를 할 뿐만 아니라 도시 생활
에 대한 직접적 경험을 쌓는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그는 고통스러운
자기 탐구를 거쳐 성숙의 단계로 진입하고 그의 사회 입문이 완료
되면 그는 자신의 옛집을 방문함으로써 자신의 성공의 정도나 자신
의 선택의 현명함을 입증한다. 주인공이 집을 떠나 혹독한 경험을
통해 성숙해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는 이러한 성장소설의 구조
는 『벨 자』와 『호밀밭의 파수꾼』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벅클
리는 어떤 소설도 정확하게 이 패턴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어
린 시절, 세대간의 갈등, 지방의 편협함, 더 큰 사회, 독학, 소외, 사
랑으로 인한 시련, 직업과 노동철학에 대한 탐색”이라는 주요한 요
소들 가운데 2～3개 넘게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성장소설로 보기 어
렵다고 하였다(Buckley 17-18). 『벨 자』는 “어린 시절”의 요소,
『호밀밭의 파수꾼』은 “지방의 편협함”, “직업과 노동철학에 대한
탐색”의 요소를 제외하고는 다른 요소들은 모두 만족시키고 있어 벅
클리가 정의하는 성장소설의 범주에 포함된다.3)
많은 성장소설들 가운데 『벨 자』와 『호밀밭의 파수꾼』은 자
주 비교되어왔다. 처음에 가명으로 출판되었던『벨 자』는 “여자 샐
린저”(Wagner-Martin 5)의 작품으로, 작품의 주인공 에스더는 “여
자 홀든 콜필드”(O'Hara 101)로 칭해지면서 두 작품의 유사한 주제
3) 두 작품이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요소들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벨 자』의 에스더는―
대부분의 성장소설에서와 달리 여성 주인공이라는 점은 차치하더라도―학교교육에서 좌
절을 경험하기는커녕 높은 성취를 이루고, 억압적인 어머니가 있다고는 할 수 있을지언
정 억압적인 아버지는 없다는 점에서 그녀의 어린 시절은 성장소설의 전형적인 ‘어린 시
절’에 부합하지 않는다. 『호밀밭의 파수꾼』의 홀든은 자신의 말대로 ‘평생을 뉴욕에서
살아온’ 인물로서 시골 출신과는 거리가 멀며 오히려 도시를 떠나 시골로 가는 것을 이
상으로 품는다. 또한 그가 뉴욕에서 떠도는 사이 “도시 생활에 대한 그의 직접적 경험”
은 축적된다고 할 수 있겠으나 “직업에 대한 그의 준비”는 찾아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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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분위기는 주목받아왔다. 또한『호밀밭의 파수꾼』이 1950년대 미
국 젊은이들에게 주었던 영향과『벨 자』가 1970년대 초반 미국 젊
은이들에게 주었던 영향4)이 대등한 것으로 비교되기도 하였다
(Perloff 508). 겉으로 봤을 때 두 작품의 주인공은 매우 다른 성격
의 소유자이다.『벨 자』의 주인공 에스더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글쓰기에 재능이 많은 여대생이다. 반면에 『호밀밭의 파수꾼』의
주인공 홀든은 들어가는 학교마다 번번이 퇴학을 당하는 16세 소년
이다. 에스더는 학교교육에 순응하고 그곳에서 자신의 우수성을 증
명해 보이는 인물인 반면에, 홀든은 학교교육에서 낙오하고 점차 그
것을 거부하는 인물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들은 우울증과 자살충동, 그리고 이로 인한 정신과 치료를 경험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들은 늘 타인의
죽음에 대해 골몰하고 이것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강박으로 이어진
다. 그들의 우울증과 자살 충동은 작품 속에서 다양한 죽음의 이미
지들을 통해 잘 묘사된다. 이와 같이 그들이 우울증과 죽음 충동에
시달리는 원인은 다름 아닌 다수로부터의 고립, 즉 소외에 있다.
두 작품의 주인공이 소외를 경험한다는 사실은 많은 학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마저리 펄로프(Marjorie G. Perloff)는 에스더가 경
험하는 소외가 본인이 되고자 하는 자아상과 타인이 그녀에게 기대
하는 자아상 사이의 간극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에스더가 늘 남
이 원하는 “완벽한 착한 소녀”와 “이상적인 학생”의 역할을 수행하
면서 그녀의 가면적인 외적 행동이 그녀의 진정한 내적 자아와 갈
등을 일으켰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자아는
4) 『벨 자』는 1963년에 처음으로 영국에서 출판되었으나 미국에서는 1971년에 이르러서
야 출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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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분리된다”고 봄으로써 에스더가 겪은 자기소외의 문제를 암시
하였다(Perloff 509-510). 또한 수잔 코일(Susan Coyle)은 에스더가
차차 조금씩 자기 자신으로부터 분리되고, 결국 그녀의 자유의지와
는 상관없이 행동하는, 그녀 자신의 어두운 면인 ‘타자’에 대한 의식
이 명확히 수립된다고 하였다. 또한 수잔 코일은 자주 거론되는 작
품 속 무화과나무의 비유5)가 “자아로부터의 소외 그리고 세상과 자
신의 잠재적 목표들로부터의 소외에 대한 의식의 증대”를 드러낸다
고 보았다(Coyle 162-165). 또한 스티븐 휘트필드(Stephen J.
Whitfield)는 홀든을 심리학자 케니스 케니스턴(Kenneth Keniston)
이 묘사한 “비참여적 젊은이”(uncommitted youth)의 전형으로 보았
다. 비참여적 젊은이란, “삶의 이유는 많지만 존경할 사람을 찾지 못
하는 이들,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가장 많은 기득권을 가졌지
만 가장 통렬한 소외의 아픔을 느끼는 이들”을 말한다(Whitfield
586). 한편, 제럴드 로즌(Gerald Rosen)은 홀든의 소외를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기 위한 필수적 요건으로 보았다. 그는 홀든의 방랑기를
생로병사의 이치를 이해하기 위해 유복한 환경을 버리고 집을 나선
부처의 방랑기에 비유한다. 그는 부처가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 고집한 분리와 소외를 홀든 주변의 비선각자 무리로부터의 소
외와 등치시킨다. 그는 홀든이 마치 부처처럼 자신의 여행 가운데
5) 나는 이 무화과나무의 가랑이에 앉아 어떤 무화과를 선택해야할지 마음을 정하지 못해
굶어 죽어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나는 하나하나 모든 것을 원했지만 하나를 선
택하는 것은 나머지 모든 것을 잃는 것을 의미했다.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채로 거기 앉
아 있을 때 무화과들은 주름지고 검게 변하기 시작했고 하나씩, 하나씩 내 발 아래 땅에
툭툭 떨어졌다.
I saw myself sitting in the crotch of this fig tree, starving to death, just because
I couldn't make up my mind which of the figs I would choose. I wanted each and
every one of them, but choosing one meant losing all the rest, and, as I sat
there, unable to decide, the figs began to wrinkle and go black, and, one by one,
they plopped to the ground at my feet.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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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듦, 나이 듦, 그리고 죽음에 대해 고민한다고 말한다(Rosen 549).6)
이처럼 홀든의 소외를 선각자로서의 필연적 상황으로 보는 관점은,
홀든을 “분리, 변형, 귀환”의 과정을 거치는 오디세우스와 같은 영웅
의 위치에 놓으려는 관점(심상욱 672-673)과도 일맥상통한다.
에스더와 홀든이 소외된 인물들이라고 할 때, ‘소외’의 의미는
무엇인가. 벅클리가 언급하였듯 소외가 성장의 한 요소임을 고려해
볼 때 헤겔(Hegel)과 사르트르(Sartre)의 소외 이론은 성장소설에서
주인공의 소외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헤겔의 소외 개념은 크
게 둘로 나뉘는데 하나는 “분리로서의 소외”이고 다른 하나는 “포기
로서의 소외”이다. 헤겔에 따르면, 인간은 “보편성”과 “특정성” 혹은
“개인성” 사이에서 필연적으로 갈등을 겪는데, 성찰을 통해 “보편성
에 대한 미성숙한 지각”으로부터 “자신만의 개인성에 대한 강력한
지각”으로 옮겨간다. 이 과정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내적 본성으로
부터 자신이 소외되는 것에 대한 통렬한 지각”을 겪게 되고 “부조화
의 극단”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분리로서의 소외”이며 이것을
경험한 개인은 두 번째 소외의 과정인 “포기로서의 소외”로 나아가
게 된다. 여기서 개인의 “특정성”은 “사회적 실체의 보편성”에 포기
된다(Williamson & Cullingford 264-265).
헤겔 소외 개념의 핵심은 자신의 개인성에 대한 인식이다. 인간
이 겪는 소외는 사회에 대립하는 자신만의 독특한 특성을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하며 자신의 개인성을 주장할 때 인간은 소외를 경험한
다. 그러나 결국 인간의 개인성은 사회의 보편성 앞에 굴복할 수밖
에 없으며 이것 역시 소외를 유발한다. 따라서 헤겔의 소외 개념은
6) 제럴드 로즌은 샐린저가 2차 세계대전 참전 이후 자신의 문화와 사회에 환멸을 느끼게
되어 불교를 공부하면서 『호밀밭의 파수꾼』을 집필한 사실에 주목하여, 이 작품을 불
교적 관점에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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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사회 사이의 갈등에 바탕을 두고 있다. 사회화의 초반부에
있는 젊은이들은 자신의 개인성과 사회규범 사이의 큰 격차를 처음
으로 인식하고 그에 대해 저항하는 경향이 높고, 나이가 듦에 따라
순응하는 경향은 증가한다. 따라서 비록 인간이 평생에 걸쳐 개인성
과 보편성 사이에서 고민을 한다고 해도 그 고민의 크기는 젊은 시
기에 가장 크다.『벨 자』와 『호밀밭의 파수꾼』을 비롯해 많은 성
장소설들은 개인과 사회 사이의 이러한 갈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성장소설을 “자아의 문화적 적응(acculturation), 즉 특정한 ‘나’가 공
동체의 일반적 주관성으로 통합되고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보편적 주관성으로 통합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문학적 장르”로
보는 의견(Redfield 38)은 보편성과 특정성 사이에서의 갈등이 성장
소설의 핵심적 요소임을 드러낸다.
사르트르는 자신의 저서 『존재와 무 Being and Nothingnes
s』(1956)에서 개인이 자기객관화의 과정을 통해 이질적이고 적대적
인 자기 자신을 경험하며 이러한 소외는 필연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변증법적 이성 비판 Critique of
Dialectical Reason』(1960)에서 그는 이러한 자기객관화의 과정에
타자와의 접촉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였다. 여기서 사르트르는 개
인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처음으로, 주관적인 자신과 타
자들에 대비되는 하나의 대상으로서 자기 자신을 인식한다고 하였
다. 여기서 하나의 대상으로서 인식되는 자기 자신은 곧 주관적인
경험 밖에 있는 개인의 존재와 몸의 일부를 이루는 “이질적인
나”(alien Me)이다. 사르트르는 이러한 개인의 발견을 “위대한 형이
상학적 사실”이라고 지칭했다(Williamson & Cullingford 267-268).
이처럼 사르트르의 소외는 곧 자기 자신을 새로운 철학적 눈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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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객관화된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벨 자』와 『호밀밭의 파수꾼』이 자기 인식을 향한 주인공
의 치열한 내적 싸움을 수반하는 성장소설임을 상기할 때 사르트르
의 이론은 두 작품을 해석하는 중요한 틀이 될 수 있다.
헤겔과 사르트르의 이론이 『벨 자』와 『호밀밭의 파수꾼』에
서 주인공들이 겪는 소외를 긍정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가능
성을 제공하는 반면에, 두 작품의 특수한 사회적 배경은 주인공들이
경험하는 소외의 부정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소외의 문제
는 미국 문학에서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중심적인 주제로 다루어
져 왔지만 특히 전후 1950년대에서 1970년대에 이르는 유태계 미국
작가들의 작품에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 바 있다. 이 시기에 유태
인들은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유럽에서 심한 박해를 경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이민자로서 불안정한 삶을 살며 반유태주
의로 인해 고통 받았다. 에릭 골드스타인(Eric Goldstein)은 유태인
들이 미국의 백인 사회에서 느낀 소외감에 대해 “미국의 유태인들은
백인들의 미국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 들떴지만, 그
세계로의 진입은 비유태계 사회로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한 기쁨을
낳았던 것만큼이나 분명하게 소외, 공동체의 붕괴, 정신적인 고통이
라는 결과를 가져왔다”(Goldstein 6)라고 말했다. 유태인들의 이러한
소외된 삶은 대표적인 유태계 미국작가인 필립 로스(Philip Roth),
솔 벨로(Saul Bellow), 버나드 맬러머드(Bernard Malamud) 등의 작
품들에 표현되어 많은 주목을 받았고 이 작가들은 전후 미국 소설
에서 “주류”(mainstream), 심지어 “정전적인 인물들”(canonical
figures)로 급부상하였다(Brauner 24).
그러나 전후의 소외 문제가 단지 유태인들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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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캐스린 맥클리몬드(Kathryn McClymond)는 비평가
들이 소외를 유태계 미국 문학만의 특징으로 한정해온 것에 반대하
며 1960년대에 유태인과 비유태인을 포함하여 모든 미국인들이 소
외를 경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유태계
미국 문학 속에서 다루어지는 소외의 문제는 그 시기 어떤 미국인
들도 동질감을 가질 수 있는 경험이다(McClymond 17). 과연 전후
에 유태계 미국인들이 경험한 소외가 고유한 특수성을 갖지 못한
채 다른 모든 미국인들이 경험한 소외와 구분될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으나, 전후에 소외가 단지 유태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미국인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전후 1950년대 미국이라는 시대적 배경은 미국인들의 소외와 깊
은 관련이 있으며 『벨 자』와 『호밀밭의 파수꾼』 역시 이를 반
영하고 있다. 두 작품은 “보수적인 정치, 경제적인 번영, 그리고 무
엇보다 사회적인 순응의 시기”(Pinsker 1)로 묘사되는 당시의 시대
적 상황이 주인공의 소외에 끼친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1950년대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의 전장(戰場)이 되지 않아 전쟁 후 폐허로 변
해버린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여전히 나라의 기틀을 보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쟁물자 생산으로 큰 경제적 호황을 누리게
되었다. 이러한 물질적 풍요와 함께 산업화 및 도시화가 가속화되었
다. 산업화 사회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상품들을 대량생산하는 것과
그것들을 소비하는 것이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가 된다. 물질의 생산
과 소비만이 행복의 척도가 되며 사람들은 오로지 더 많은 물질적
부를 챙겨 부귀를 누리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다. 이처럼 물질
주의가 만연한 풍조 속에서 물질의 가치는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인
간 본연의 가치는 낮아지는 인간소외가 발생한다. 이와 함께 인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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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 도시로 집중되는 도시화가 일어나고 서로 이질적인 사람들
이 모인 대도시는 인간소외의 중심지가 된다. 박승위는 현대 사회의
인간소외가 궁극적으로 산업화와 도시화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아
래와 같이 지적하고 있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말미암아 가족이나 친족 같은 혈연, 근린집
단이나 지역사회 등의 지연, 그리고 우애나 친교집단의 심연(深
淵) 등으로 엮어졌던 정의적 유대가 사라지고 전통적인 사회질
서와 생활양식이 붕괴되었다. 소규모 집단이나 사회에서의 성원
간의 친밀성이나 동질성을 바탕으로 한 생활공동체(community)
가 소원감과 이질성을 특징으로 하는 대규모의 도시 사회로 바
뀌게 되고, 이에 따라 인간의 사회적 관계도 인정이나 우정, 의
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정의적 관계보다는 이익을 바탕으로 한
냉혹하고 기계적이며 비인격적인 관계가 지배하게 되었다. (박
승위 11)
『벨 자』와 『호밀밭의 파수꾼』에는 1950년대 미국사회의 이러한
물질주의적 면모가 잘 묘사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주인공들의 비판
역시 잘 드러난다. 그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
이는 물질주의를 비판함으로써 사람들로부터 소외된다. 그들은 자신
들을 둘러싼 주변의 사람들과는 달리 물질적 성공에 큰 가치를 두
지 않으며, 에스더의 경우에는 학문적 혹은 문학적 성취가, 홀든의
경우에는 정의와 도덕의 수호가 가장 큰 의미를 갖는다.
『호밀밭의 파수꾼』을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한 샌포드 핀스커
(Sanford Pinsker) 역시, 전후 미국의 경제적 풍요를 작품 해석상의
중요한 논점으로 제시하였다. 그는 1945년 맨해튼의 시대상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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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잰 모리스(Jan Morris)의 책 가운데 일부를 인용하여 전쟁 직후
에 미국이 얼마나 번영하였는지를 보여준다(Pinsker 4).
맨해튼의 중심부 전체는 전깃불들을 멋지게 전시하고 있었다.
전쟁 중의 규제들은 해제되었다. 더 이상 기름 부족 이야기는
들리지 않았다. 맨해튼 중심부의 사무실 건물들은 하루의 업무
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모든 불을 켜두었다―불빛
이 이루는 절벽, 산등성이, 봉우리, 산들이 날씨가 맑을 때는 어
두운 하늘을 완전히 뒤덮었고, 구름이 낮게 깔렸을 때는 그것들
의 빛나는 영상(映像)들이 공중에 캐노피처럼 걸려 있었다. 1945
년, 그 황폐의 해에 이것은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장관
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부와 낭비에 대한 환상적인 선언이었다.
. . . 5번가, 파크가, 서튼 플레이스의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값비
싼 아파트들을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황홀하
다는 듯 손으로 가리켰고, 무엇에 관해서든 가장 감탄을 자아낸
통계는 그것의 가격에 관한 것이었다. 중심부의 어느 곳에든지
당당한 부의 멋이 서려 있었다―쿠바산 시가의 연기에서, 제복
을 입은 호텔 수위의 거만에서, 부르릉거리며 지나가는 거대한
캐딜락들에서, 우아함을 열망하는 기관이라면 어느 곳이나 문에
서부터 보도 위로 내두른, 마치 결혼식의 장식이나 국가적 행사
때 쓰이는 장식과 같은, 부채꼴의 캐노피에서.
The whole center of Manhattan was a fabulous display of
electric lights. Wartime restraints had been lifted. Nobody had
ever heard of an oil shortage. The office towers of
mid-Manhattan habitually left all their lights on when the
day's business was over―cliffs, ridges, humps, mountain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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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 which masked the night sky altogether when the
weather was clear, and whose glowing reflections hung like a
canopy on the air when clouds were low. In 1945, that year
of ruin, it was perhaps the most astonishing spectacle in the
world. It was a fantastic declaration of wealth and waste. . .
. The unimaginably expensive apartments of Fifth Avenue,
Park Avenue or Sutton Place were complacently pointed out
by dwellers in walk-ups, and the most admired statistic
about almost anything concerned the cost of it. Everywhere
in midtown was the patina of unembarrassed wealth―in the
smoke of Cuban cigars, in the hauteur of uniformed doormen,
in the behemoth Cadillacs purring by, in the scalloped
canopies which like wedding fitments, or arrangements for
state occasions, crossed the sidewalk from the doors of any
establishment aspiring to class. (Morris 52-53)
위 글은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직후, 채 1950년대로 진입하기도 전
에 뉴욕의 맨해튼에 만연한 풍요의 분위기를 잘 묘사하고 있다. 도
시를 덮은 불빛들과 값비싼 아파트, 쿠바산 시가, 캐딜락 등은 당시
미국인들이 얼마나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했는지를 잘 보여
준다.
그러나 핀스커는 1950년대 미국인들이 겪었던 정신적 불안의 원
인을 경제적 풍요 자체보다는 경제적 풍요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순응”에 대한 압박에서 찾는다. 이 시기에 “빅토리아 시대의 품
위”(Victorian respectability)가 부활해 가정의 가치가 강조되었고 그
결과 이혼율은 급감하고 출산율은 증가하였다. 남편은 회색 플란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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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복을 입고 회사에서 일하고 아내는 최신 주방기구로 가득한 부엌
에서 일하며 모범적 가정을 꾸리는 것과 같은 당시의 표준화된 이
상에 순응해야 한다는 강박감이 사람들을 짓눌렀다. 또한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잘 적응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로 떠올
랐다. 핀스커는 불안을 감추며 동질화되기 위해 애쓰는 당시의 시대
상을 시인 로버트 로웰(Robert Lowell)의 표현을 빌려 “안정제를 맞
은 50년대”(the tranquilized Fifties)로 칭하였다. 그리고 핀스커는
『호밀밭의 파수꾼』이 사회적 순응 압박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불
안과 저항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한다(Pinsker 5). 이것은 홀든이
사회 주류층의 허위성을 비판하면서 주류층의 이념이 전파되는 학
교교육을 거부하는 것과, 숲속으로 들어가 오두막을 짓고 외부 세계
와 차단된 가정을 꾸리겠다고 하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 핀스커는
『호밀밭의 파수꾼』에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하였지만 사회적 순응,
즉 획일주의에 대한 주인공의 불안감은 『벨 자』의 주요한 주제이
기도 하다. 『벨 자』는 “1950년대의 억압적인 분위기와 이 분위기
가 야심 있고 고결한 젊은 여성들에 대해 미친, 영혼을 파괴하는 결
과”(Bennett 124)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즉, 에스더는 모든 여성
을 어머니와 아내의 역할에만 한정시키는 결혼제도를 거부하고 남
성보다 여성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도덕적 잣대에 저항하는 과
정에서 많은 고통을 겪는다. 에스더가 여성의 주체적 삶을 가로막는
다고 믿는 결혼과 출산을 거부하는 것은 홀든이 모든 청소년을 동
질화시키는 학교교육을 거부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핀스커가 언급한 1950년대 순응에 대한 압박은 그 원인을 매카
시즘(McCarthyism)에서도 찾을 수 있다. 『벨 자』에서 에스더가
냉전시대 매카시즘의 희생자였던 로젠버그 부부의 죽음에 대해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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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고 그것의 끔찍함에 대해 토로하는 것은, 단순히 죽음에 대한
개인적 강박 때문만이 아니라 사회적 순응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기
도 하다. 로젠버그 부부는 미국의 원자폭탄 제조 관련 기밀을 소련
에 넘긴 공산주의자 스파이라는 혐의로 처형당하였다. 스파이 행위
는 전시가 아닌 평시에는 사형이 언도되지 않는 죄목이었음에도 불
구하고 그들은 사형을 선고받았고 그 후 그들의 사형선고는 위증을
바탕으로 한 부당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다. 이들의 죽음의 배경에는
당시 절정에 이르렀던 매카시즘과 적색 공포가 자리하고 있었다. 공
산주의자들에 대한 과잉반응과 마녀사냥의 분위기가 조장된 당시의
상황 속에서 로젠버그 부부의 죽음은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경고로
이용되었다(Peel 194-195). 이 때문에 미국 사회는 공포 분위기가
팽배했고 이와 더불어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을 경직시키는 획일주
의가 사회 전반에 퍼졌다.
지금까지 논의한 1950년대 미국의 사회적 맥락―물질주의와 획
일주의―에 개인의 특수한 경험이 더해져 에스더와 홀든의 소외는
더욱 심화된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여러 종류의 인간관계에서 실패
를 경험함으로써 더욱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특히 그들은 인간관계
의 기본이 되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실패하는데 그 밑바탕에는 가족
의 죽음이 자리하고 있다. 에스더가 부모에 대해 갖는 애증은 아버
지의 이른 죽음과 이에 대한 어머니의 냉정함에서 비롯된다. 홀든
역시 어린 나이에 남동생의 죽음을 경험하며 이로 인해 어머니는
늘 건강이 좋지 않고 홀든에 대한 적절한 보호자와 양육자의 역할
을 하지 못한다. 가정 밖에서의 인간관계 역시 순조롭지 못하다. 그
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들과의 관계는 피상적이고 무의
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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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본론에서는 주인공들의 우울증과 죽음 충동을 상징적
으로 드러내는 죽음의 이미지들을 살피고, 주인공들의 소외의 원인
을 사회적․개인적인 원인으로 나누어 검토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먼저 죽음의 이미지들을 주목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 주인공들의 고
통스러운 심리 상태가 어떻게 은유적으로 드러나는지 파악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주인공의 죽음 충동이 ‘어떻게’ 묘사되는
가는 각 작품의 예술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소외의 원인을 사회와 개인의 측면에서 모두
밝히는 것은 주인공의 심리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사
회적 원인으로 1950년대 미국사회를 휩쓴 물질주의와 획일주의에
대해 주목함으로써 당시 미국 내 사회적 압력이 개인들에게 미친
심리적 영향을 가늠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적 원인으로는 인간관계에
서의 실패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에스더와 홀든이 반복적으로 경험
하는 관계정립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그들의 소외를 통해 군중 속
에서 외로움을 경험하는 현대인들의 고통을 가늠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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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벨 자』
1. 죽음의 이미지
『벨 자』의 첫머리는 로젠버그 부부의 전기처형에 대한 에스더
의 생각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된다. 에스더는 뉴욕에 머무르는 내
내 그들의 죽음에 대한 생각을 멈추지 못한다.
기묘하고 무더운 여름이었다. 그 여름 그들은 로젠버그 부부를
처형시켰고, 나는 내가 뉴욕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
었다. 나는 사형에 대해서 무지하다. 전기처형 당한다는 생각이
나를 메스껍게 만든다 . . . 그러나 산 채로 온 신경을 따라 불
태워진다는 것이 어떤 것일지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일임에 틀림없다고 생각
했다.
It was a queer, sultry summer, the summer they electrocuted
the Rosenburgs, and I didn't know what I was doing in New
York. I'm stupid about executions. The idea of being
electrocuted makes me sick . . . but I couldn't help
wondering what it would be like, being burned alive all along
your nerves.
I thought it mast be the worst thing in the world. (1)
에스더가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것으로 작품이 시작
되는 것은 그녀의 자살 충동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암시적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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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며, 이후에 그녀가 겪게 되는 심한 우울증과 자살 시도에 대한 복
선이 된다. 특히 그들이 ‘전기처형’ 당하는 것은 후에 그녀가 전기
충격 치료를 받은 뒤 큰 충격에 빠지는 것을 암시적으로 드러낸다.
또한 이것은 에스더가 본능적으로 자신의 경험과 로젠버그 부부의
경험을 동일시하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그녀는 자신이 로젠버그 부
부와 마찬가지로 무력감을 느끼고 희생당한다고 느끼고 모든 사람
들과 모든 것에 의해서 위협받고 심판 당한다고 느낀다(Hall 33). 에
스더는 로젠버그 부부가 당시 사회의 이단자들로서 처형당했듯이
자신도 사회의 규범에 적응하지 못해 사회로부터 제거되거나 추방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에스더가 전기 충격 치료를 받는 장면은 로젠버그 부부
의 전기처형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작품 속에 등장하지 않는 그들
의 전기처형 장면은 에스더의 전기 충격 치료 장면으로 대체된다.
나는 눈을 감았다.
마치 숨을 참듯 짧은 침묵이 있었다.
그리고 무언가가 구부러져 나를 붙잡더니 세상의 종말처럼
나를 흔들어댔다. 탁탁거리는 파란 불빛과 함께 위-이-이-이-이
날카로운 소리가 공중에 퍼졌다. 불빛이 번쩍일 때마다 큰 덜컹
거림이 나를 강타했고 나는 마침내 내 뼈가 부서질 것이고 갈라
진 식물처럼 골수가 나에게서 빠져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내가 받은 그 끔찍한 것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I shut my eyes.
There was a brief silence, like an indrawn breath.
Then something bent down and took hold of m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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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ok me like the end of the world. Whee-ee-ee-ee-ee, it
shrilled, through an air crackling with blue light, and with
each flash a great jolt drubbed me till I thought my bones
would break and the sap fly out of me like a split plant.
I wondered what terrible thing it was that I had done.
(143)
그녀는 치료법에 대한 어떤 설명도 듣지 못한 채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그리고 갑작스럽게 이 전기 충격 치료를 받게 된다. 뼈가
부서지고 골수가 빠져나갈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 에스더는
로젠버그 부부와 같은 희생자적 위치에 있다. 치료가 끝난 후 에스
더는 “멍청하고 가라앉은”(145) 기분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그녀가 치료 직전 병원에서 목격한, 거의 움직이지 않아 마치 그림
과도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그들은 모두 “뻣뻣한 자
세”(141)를 가지고 있으며 표정에는 “획일성”(141)이 있는데, 이것은
이들이 모두 전기 충격 치료로 인해 마비적인 상태에 빠졌기 때문
임을 짐작할 수 있다. 모든 환자들을 획일적인 방법으로 무력화시킨
다는 점에서 전기 충격 치료는 로젠버그 부부의 전기 처형과 상징
하는 바가 유사하다. 즉, 전기 충격 치료와 전기 처형은 다른 모든
생각들에 대한 배제와 한 가지 생각에 대한 획일적 추구를 상징한
다.
에스더의 자살 충동은 ‘강물로 뛰어드는 여자’라는, 다소 직접적
인 이미지를 통해 표현되기도 한다. 그녀는 자신이 유명 작가로부터
글쓰기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서머스쿨에 탈락했음을 알게 되었을
때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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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내내 그 글쓰기 수업은 여름의 우중충한 심연 위를 가
로지르는 밝고 안전한 다리처럼 내 앞에 펼쳐졌었다. 이제 나는
그것이 비틀거리며 와해되고, 하얀 블라우스와 녹색 치마를 입
은 사람이 그 틈으로 곤두박질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All through June the writing course had stretched before
me like a bright, safe bridge over the dull gulf of the
summer. Now I saw it totter and dissolve, and a body in a
white blouse and green skirt plummet into the gap. (114)
에스더는 뉴욕에서 자신의 재능과 성취가 하잘것없는 것이라는 것
을 느끼면서도 서머스쿨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었다. 그
글쓰기 수업에 합격하는 것은 그녀에게 재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
는 것이었고, 앞으로 그 재능을 발전시켜나갈 가능성을 제시해줄 수
있는 것이었다. 뉴욕에서 이미 여러 번 절망적 경험들에 시달렸던
에스더는 마지막까지 놓지 않고 있던 희망까지도 절망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한다. 흰 블라우스와 녹색 치마를 입고 강 아래로 뛰어드
는 사람은 곧 에스더 자기 자신이다(에스더는 벳시의 흰 블라우스와
녹색 치마를 빌려 입고 뉴욕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서머스쿨을 어
두운 바다 위에 놓인 밝은 다리로 묘사하고 그것이 무너짐으로써
그 위에 서 있던 사람이 물속으로 떨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분명 자
살의 모티프이다.
『벨 자』에서 무엇보다 핵심적인 죽음의 이미지는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벨 자’(종모양의 진공 용기)의 이미지이다. 에스더는 자신
이 항상 이 벨 자 아래 있다고 생각하며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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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벨 자의 유리벽은 감질
나게 하고 때로는 왜곡된, 안과 밖 사이의 시각적 접촉만을 허락한
다. 다른 모든 형태의 상호적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내부
의 환경은 고립시킬 뿐만 아니라 질식시키기까지 한다(Hall 34). 즉,
벨 자는 세상과 에스더를 차단하는 장벽이다. 에스더는 투명한 유리
너머로 세상을 볼 수는 있지만 그 세상에 참여할 수는 없다. 또한
벨 자는 한정된 공기로 그 안에 들어 있는 에스더를 점차 질식시켜
나가는 죽음의 공간이다. 그러한 그녀에게 벨 자에서 탈출하는 방법
은 자살밖에 없다.
나는 기니 여사에게 고마워해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조금
도 느낄 수 없었다. 기니 여사가 나에게 유럽이나 세계일주 유
람 티켓을 주었다 해도 나에게는 아무런 차이도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에 앉아 있든―배의 갑판이든 파리나 방콕의
거리 카페이든―나는 내 특유의 시무룩한 기분으로 마음 졸이며
똑같은 유리 벨 자 아래에 앉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 . . 나는 준비를 했지만 즉시 어머니와 남동생이 각각 한
손을 문고리에 얹었다. . . .
나는 회색 플러시 천의 의자에 풀썩 쓰러져 눈을 감았다. 벨
자의 공기가 내 주변으로 뭉쳤고 나는 꼼짝 할 수 없었다.
I knew I should be grateful to Mrs. Guinea, only I
couldn't feel a thing. If Mrs. Guinea had given me a ticket to
Europe, or a round-the-world cruise, it wouldn't have made
one scrap of difference to me, because wherever I sat―on
the deck of a ship or at a street café in Paris or Bangko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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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uld be sitting under the same glass bell jar, stewing in
my own sour air.
. . . . I readied myself, but immediately my mother and my
brother each laid one hand on a door handle. . . .
I sank back in the gray, plush seat and closed my eyes.
The air of the bell jar wadded round me and I couldn't stir.
(185-186)
에스더의 치료를 위해 많은 돈을 후원해준 기니 여사는 에스더를
좋은 차에 태워 좋은 병원으로 데려가고 있지만 에스더는 조금도
감사를 느끼지 못한다. 그녀에게 삶이란 갑갑한 벨 자 안에 갇힌 채
원하는 어떤 것도 성취해내지 못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처럼 에스더
에게는 생의 의지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 있도록 도
와주는 사람들에 대해 어떤 긍정적 감정도 느끼지 못한다. 따라서
그녀는 차가 다리 위로 강물을 건널 때 문을 열고 뛰어내릴 것을
결심하지만 가족의 만류로 실패한다. 이에 그녀는 “벨 자의 공기가
내 주변으로 뭉쳤고 나는 꼼짝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며 벨 자로부
터 벗어나지 못하는 답답함을 호소한다.
에스더가 정신병원에서 퇴원을 앞두고 있을 때 그녀의 어머니는
모든 것이 악몽이었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고 말하지
만, 에스더는 “죽은 아기처럼 멍하고 멈춰버린 채 벨 자에 갇힌 사
람에게는 세상 그 자체가 악몽이다”(237)라고 생각한다. 또한 “언젠
가―대학에서, 유럽에서, 그 어디에서라도―벨 자가 숨 막히는 뒤틀
림과 함께 다시 내려오지 않을 것을 어찌 알 수 있었겠는가?”(241)
라고 말한다. 이것은 에스더가 퇴원을 앞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
히 세상을 악몽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우울에서 회복되지 못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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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보여준다. 또한 미래에도 언제든 자신에게 극심한 우울이 다시
찾아올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자신이 우울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
질 수 없다는 에스더의 비관적 입장을 알게 해준다.
그런데 여기서 죽은 아기의 이미지 역시 에스더의 우울을 표현
하는 중요한 이미지이다. 에스더가 자기 자신을 하필 ‘벨 자에 갇힌
죽은 아기’에 비유하는 것은 의대생인 버디 윌러드의 학교에 찾아갔
을 때 목격한, 병에 담겨 보존된 태아 사체로부터 강렬한 인상을 받
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태어나기 전에 사망한 아기의
사체들이 큰 유리병들에 담겨 있는 것을 목격한다.
첫 번째 병에 담긴 아기는 크고 하얀 머리를 개구리만한 크기의
동그랗게 말린 몸 위에 수그리고 있었다. 다음 병에 담긴 아기
는 더 컸고 그 옆에 아기는 좀더 컸다. 마지막 병에 있는 아기
는 정상적인 아기만한 크기였고 나를 쳐다보며 돼지 같은 미소
를 짓고 있는 것 같았다.
The baby in the first bottle had a large white head bent over
a tiny curled-up body the size of a frog. The baby in the
next bottle was bigger and the baby next to that one was
bigger still and the baby in the last bottle was the size of a
normal baby and he seemed to be looking at me and smiling
a little piggy smile. (63)
여기서 병 안에 담겨 있는 태아의 사체가 상징하는 바는 벨 자에
갇힌 에스더의 이미지가 상징하는 바와 같다. 에스더는 자기 자신을
‘완성되지 못한 채 태중에서 사산되어 병 속에 영원히 갇힌 태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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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고 자신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고 느낀다. 에스더가 여러
개의 병들 중 마지막 병에 들어 있는 아기의 사체가 자신을 향해
미소 짓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것은 그 모습이 곧 자신의 자아상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아기만한 크기의 그 사체는 거의 다
완성되었으나 태어나지 못해 ‘실패된 아이’이다. 에스더는 자기 자신
이 한때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은 우수한 여학생이었으나 결국에
는 ‘실패한 사람’이라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기에 탄생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사망한 이 태아의 사체를 자신과 동일시한다.
버디가 에스더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시체
해부 장면, 질병으로 급사한 어린 소녀의 사진, 여자의 고통스런 해
산 장면 등 불쾌함과 우울함을 유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
모든 것들이 죽음을 표상하는 이미지들이다. 이러한 장면들의 잔영
은 에스더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장차 에스더가 우울증과 죽음충동
을 겪는 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신체의 일부가 없거나 훼손된, 혹
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보이는 이미지들이 에스더에게
충격을 주고 이런 이미지들이 반복적으로 떠오른다. 예를 들어 그녀
가 목격하는 해산 장면에서 여자는 “끔찍한 고문대” 위에 누워 얼굴
이나 몸의 윗부분은 없는 채로 오직 “거대하고 거미처럼 뚱뚱한 배
와 두 개의 작고 못생긴 막대기 같은 다리”(65)만을 가지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또한 에스더에가 목격한 시신의 모습 역시 머리가 잘
린 채로 에스더에게 자주 상기된다.
그 후로 몇 주 동안 시신의 머리―또는 머리가 제거된 나머지―
가 아침 식사 로 나온 계란과 베이컨 뒤로, 그리고 내가 처음으
로 그것을 보도록 만든 데 책임이 있는 버디 윌러드의 얼굴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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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둥둥 떠다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나에게 끈으
로 연결된 그 시신의 머리를 마치 식초 냄새가 나는 검고 코가
없는 풍선처럼 데리고 다니는 것처럼 느꼈다.
For weeks afterward, the cadaver's head―or what there was
left of it― floated up behind my eggs and bacon at breakfast
and behind the face of Buddy Willard, who was responsible
for my seeing it in the first place, and pretty soon I felt as
though I was carrying that cadaver's head around with me
on a string, like some black, noseless balloon stinking of
vinegar. (1-2)
에스더는 버디로 인해 처음으로 시신을 목격한 이후로, 계속해서 머
릿속에 떠오르는 시신의 이미지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 시신
은 머리가 잘린 모습을 하고 있으며, 에스더는 그 시신의 머리가 자
신에게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 자신이 그것을 데리고 다닌다고 생각
한다. 이처럼 늘 훼손된 채로 에스더에게 떠오르는 신체의 이미지는
에스더의 소외,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욕망을 드러낸다.7)
이외에도 ‘몸이 없는 채로 떠다니는 얼굴’의 이미지는 자주 등장
한다. 자신이 받게 될 전기 충격 치료가 무엇인지 묻고 싶지만 묻지
못하는 에스더의 두려운 심리 속에 의사 고든(Gordon)의 얼굴은
“확언으로 가득한 접시처럼 내 앞에 떠다니는, 미소 짓고 있는 친숙
한 얼굴”(142)로 묘사된다. 그리고 같은 병원에서 만난 친구 존이
실종된 소식을 들었을 때 “존의 얼굴이 마치 히죽히죽 웃는 고양이
7) 이러한 사체 훼손의 이미지가 에스더의 소외 및 파편화와 함께, 훼손된 부분이 전체로
재결합되는 것, 즉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 대한 그녀의 열망을 드러낸다
는 의견도 있다(Bonds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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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얼굴처럼 미소 지으며 몸이 없는 채로 내 앞에 떠다녔다”(235)라
고 말한다. 이것은 존을 염려하는 에스더의 불안감과 함께 죽음에
대한 공포, 존의 죽음에 대한 예감―얼마 후 존은 숲속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된다―, 비교적 가까운 관계였음에도 존을 별로 좋아하지 않
았던 것에 대한 자책감 등을 드러낸다. 또한 정신병원에서의 퇴원을
앞두고 있을 때 밖으로 나가면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될 것
이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에스더는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며 “어머
니의 얼굴이 창백하고 책망하는 듯한 달의 모습으로 마음속에 떠다
녔다”(237)라고 말한다. 에스더는 자신에게 찍힌 낙인으로 인해 같
이 괴로워할 어머니에 대해 죄책감과 부담감을 느낀다. 이와 같이
그녀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들은 그녀의 생존이나 안정을 위협
하고 불안감을 일으키며 따라서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죽음 충동
을 유발하는 인물들이다.
에스더가 거울 등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서술하는
것 역시 그녀의 죽음 충동과 관련이 있는데, 이때 그녀 자신은 비참
하고 어딘가 손상되어 있는 피해자의 모습으로 묘사된다. 예를 들어
그녀는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내 얼굴을 바보스럽게
빤히 쳐다보고 있는, 지저분한 눈을 한 커다란 중국 여자”(18)로 묘
사하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대해 “반대편에서 나를 응시하
는 얼굴은 장시간의 매질 이후에 감옥 창살 밖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102), “거울 속 얼굴은 아픈 인디언처럼 보였다”(112)라
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기차의 창에 비치는 자신의 얼굴에 대해
“흰색 블라우스 프릴에 갈색 포니테일을 한 내 자신의 창백한 모습
이 풍경 위에 어렸다”(112)라고 말하는데, 이때 “. . . ghosted over
the landscape”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모습을 유령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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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에스더의 불행한 자아상들은 그녀의 낮은 자
존감과 삶에 대한 약한 의지를 드러낸다. 이처럼 늘 어떤 도구를 통
해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려고 하는 에스더는 자살을 시도
한 후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간호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거울
을 볼 것을 고집한다.
처음에 나는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었다. 그것은 거울이 아
니라 그림이었다.
머리카락이 깎여 빳빳한 닭털 같은 머리털들이 머리 전체에 솟
아있었기에 그림 속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알 수 없었다. 그
사람의 얼굴 한쪽 면은 보라색이었고 특정한 모양이 없는 채로 불
룩 튀어나와 있었으며 가장자리를 따라 녹색을 띠었다가 누르께한
노란색을 띠기도 했다. 그 사람의 입은 옅은 갈색이었고 양옆에는
장밋빛 상처가 있었다.
At first I didn't see what the trouble was. It wasn't a
mirror at all, but a picture.
You couldn't tell whether the person in the picture was a
man or a woman, because their hair was shaved off and
sprouted in bristly chicken-feather tufts all over their head.
One side of the person's face was purple, and bulged out in
a shapeless way, shading to green along the edges, and then
to a sallow yellow. The person's mouth was pale brown,
with a rose-colored sore at either corner. (174)
여기서 에스더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하나의 그림으로 여기
고 있으며 자기 자신을 ‘그 사람’으로 지칭하고 있다. 머리가 다 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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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성별조차 짐작할 수 없고 얼굴에는 상처를 입은 비참한 모습을
에스더는 자신의 모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그녀
는 거울을 던져 깨뜨려버린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이제
껏 그녀가 목격한 자신의 모습 중 가장 끔찍한 것이기에 그녀는 견
디지 못한다. 이처럼 거울을 깨뜨리는 행위는 그녀의 자아 파괴 의
지와 죽음 충동을 드러낸다.
에스더의 부정적 자아상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에서뿐만 아니라 죽은 소녀의 사진 옆에 자신의 스냅사진을 가져
다 놓고 두 모습을 동일시하는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나는 그것을 죽은 소녀의 얼룩진 사진 옆에 가져다 대었다.
유일한 차이는 눈뿐이었다. 스냅사진 속 눈은 뜨고 있었고 신문
의 사진 속 눈은 감고 있었다. 하지만 만약 죽은 소녀의 눈을
손가락으로 뜨게 만든다면 스냅사진 속 눈과같이 생기 없고 암
담하고 멍한 표정으로 나를 볼 것이다.
I brought it up next to the smudgy photograph of the
dead girl. It matched, mouth for mouth, nose for nose. The
only difference was the eyes. The eyes in the snapshot were
open, and those in the newspaper photograph were closed.
But I knew if the dead girl's eyes were to be thumbed wide,
they would look out at me with the same dead, black, vacant
expression as the eyes in the snapshot. (146)
에스더는 자신의 모습이 죽은 소녀의 모습과 똑같다고 생각하면서
죽은 소녀의 눈을 뜨게 한다면 자신과 똑같이 “생기 없고 암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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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한 표정”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에스더는 거울에 비친 자신
의 모습을 볼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사진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려고 한다. 그리고 그녀는 스스로에 의해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자신의 모습을 자기로부터 분리해내려고 한다.
그녀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그 사람’으로 지칭했듯이 여기
서는 자신의 사진을 보면서 ‘자신의 눈’이라는 표현 대신 “스냅사진
속 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에스더가 사진을 통해
드러나는 자신의 부정적 모습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
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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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외의 원인
2.1 사회적 원인
2.1.1 물질주의

에스더는 패션잡지의 글쓰기 공모에서 수상한 뒤 이것에 대한
특전으로 뉴욕의 잡지사에서 한 달간 일할 기회를 얻게 된다. 그러
나 19년 동안 뉴잉글랜드를 벗어난 적이 없던 그녀는 뉴욕에서 사
치와 향락의 세계를 목격한 이후에 물질이 정신을 지배하는 대도시
의 현실에 충격을 받는다. 그녀는 뉴욕에서의 풍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에 적응해보려고 노력하지만, 함께 선발된 다른 11명의 동료들
과는 달리 결국 그러한 생활을 혐오하게 된다. 그녀는 물질주의를
완전히 거부하지도, 그것을 완전히 받아들이지도 못한 채 혼란을 경
험하다가 결국에는 물질주의와의 단절을 선언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다. 이로써 그녀는 다수로부터, 그리고 그들의 물질주의적 사고로부
터 스스로를 소외시킨다.
그녀는 “나는 내가 뉴욕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
다”(1)라고 고백하며 삶의 방향성을 상실하였음을 드러낸다. 또한
“그것은 나의 첫 번째 큰 기회였으나 나는 그저 등을 기대고 앉아
그것을 많은 양의 물처럼 손가락 사이로 흘려보내고 있었다”(4)라고
말하며 삶의 주체가 되지 못한 채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언급한다. 그녀는 자신에 대한 통제를 상실한 채 오로
지 숙소, 직장, 사교의 장소를 무감각하게 오가는 기계와 같은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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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아무 것도, 심지어 나 자신도, 조종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마치 무감각한 무궤도 전차처럼 호텔에서 일터
로, 파티로, 그리고 파티에서 호텔로, 다시 일터로 덜컹거리며
움직였다. 다른 여자들의 대부분이 그렇듯 나도 신이 났어야 하
겠으나 나는 반응할 수 없었다. (마치 주변의 소란스러움 가운
데에서 둔하게 움직이는 회오리바람의 눈의 느낌이 그러하듯,
나는 매우 잠잠함과 매우 공허함을 느꼈다.)
Only I wasn't steering anything, not even myself. I just
bumped from my hotel to work and to parties and from
parties to my hotel and back to work like a numb trolleybus.
I guess I should have been excited the way most of the
other girls were, but I couldn't get myself to react. (I felt
very still and very empty, the way the eye of a tornado
must feel, moving dully along in the middle of the
surrounding hullabaloo.) (3)
그녀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마치 “무감각한 무궤도 전차”처럼
자신에게 정해진 일정을 쫓아 바쁘게 생활한다. 다른 여자들은 이런
생활을 즐거워하지만 그녀는 주변의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홀로 잠
잠한 “회오리바람의 눈”처럼 조금도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공허함
만을 느낀다. 이것은 그녀가 일하고 있는 잡지사의 물질주의적 특성
때문이다. 그녀에게는 발레 공연 티켓, 패션쇼 입장권, 유명 미용실
에서 머리를 손질할 수 있는 기회, 화장품, 만찬 등,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수많은 무료 보너스들”(3)이 주어지지만 이러한 대가 없
는 무한한 소비는 그녀에게 무력감만을 안겨준다. 그녀는,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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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재능과 자신이 대학에서 이룬 많은 학문적 성취가 뉴욕의
물질적 풍요 앞에서 하찮은 것으로 전락하는 것을 목격하고 크게
실망한다. 그녀는 자신이 뉴욕에 와서 불편하고 비싼 옷들을 사들이
며 뉴욕의 허영심 많은 여자들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을 한 것을 자
책한다.
(나는 그 해 여름에 나에게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생각할 수 있었던 전부는 로젠버그 부부에 대해서
였고, 내 옷장에 걸려있는 물고기처럼 흐느적거리는 그 모든 불
편하고 값비싼 옷들을 사다니 내가 얼마나 미련했던가에 대해서
였고, 대학에서 내가 행복하게 모아올린 작은 성공들이 매이슨
가를 따라 서 있는 미끈한 대리석과 판유리로 된 대문들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변모되고 마는가에 대해
서였기 때문이다.)
(I knew something was wrong with me that summer,
because all I could think about was the Rosenburgs and how
stupid I'd been to buy all those uncomfortable, expensive
clothes, hanging limp as fish in my closet, and how all the
little successes I'd totted up so happily at college fizzled to
nothing outside the slick marble and plate-glass fronts along
Maison Avenue.) (2)
에스더가 자신이 비싼 옷을 구입한 것에 대해 자책하는 이유는 뉴
욕의 물질주의적 삶에 동화하고자 했던 자신이 부끄럽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대학에서 이룬 성공들에 대한 자부심을 유지하
지 못하고 그것들이 뉴욕에서는 ‘아무 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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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뉴욕의 물질주의에 어느 정도 압도되었기 때문이다. 에스더
는 뉴욕의 물질주의에 완전히 동화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자
신이 추구했던 이전의 가치관을 그대로 고수하지도 못한 채 심한
혼란을 경험한다.
뉴욕의 팁 문화 역시 에스더가 회의를 느끼는 물질주의의 한 단
면이다. 그녀는 팁이 적다고 생각한 택시기사가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낸 일이라든가, 자발적으로 짐을 들어준 호텔의 사환이 팁을 받지
못하자 방문을 쾅 닫고 나가며 화를 낸 일 등을 겪는다. 작은 서비
스에도 모두 물질의 대가가 따르며 그 대가가 치러지지 않았을 때
는 그동안 베풀어졌던 친절이 순식간에 불친절로 바뀌는 문화를 그
녀는 처음 경험한다. 그녀는 호텔 사환이 짐을 들어주는 것에 대해
“나는 내 스스로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남들에게 시키고 돈을 건네
는 것이 싫다. 그것은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54)라고 말한다. 자신
의 짐을 드는 것처럼 스스로 할 수 있는 쉬운 일을 남에게 시키고
잠깐의 편안함이나 우월감을 느낀 뒤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에스더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물질주의의 한 부분이다.
에스더가 뉴욕을 떠나기 전날 밤 참석한 한 파티에서 마르코라
는 남자를 만나 겪는 일은 에스더가 결정적으로 물질주의로부터 완
전히 돌아서게 되는 계기가 된다. 에스더가 파티에서 마르코의 다이
아몬드 넥타이핀을 마음에 들어 하자 마르코는 그것을 에스더에게
준다. 이후에 마르코는 폭력을 행사하며 그것을 돌려줄 것을 종용하
지만 에스더는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거짓말한다.
나는 그를 따돌린 다음 혼자 돌아와 그것을 찾아야겠다고 생각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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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그 정도 크기의 다이아몬드가 어느 정도의 가격인지
알 수 없었지만, 가격이 얼마든 간에 비쌀 것이라는 것은 알았
다.
I began to think I would lead him away and then return on
my own and hunt for it.
I had no idea what a diamond that size would buy, but
whatever it was, I knew it would be a lot. (110)
다이아몬드에 대한 에스더의 집착은 마르코의 폭력에 대한 보복의
심리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가 뉴욕
에서 습득한 물질주의의 발로일 수도 있다. 값비싼 다이아몬드를 탐
내는 뉴욕의 많은 여자들처럼 그녀는 낯선 남자의 넥타이에 달려있
는 다이아몬드 넥타이핀을 만져보고 그것을 얻어낸다. 그리고 심지
어 마르코가 폭력을 행사하며 다이아몬드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의 가치를 헤아려보며 그를 다른 곳으로 보내버
린 다음 혼자 다시 와서 그것을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한다. 마르코가
거친 협박을 멈추지 않자 에스더는, “갑자기 나는 관심이 없어졌
다”(110)에서 알 수 있듯, 일순간 다이아몬드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다이아몬드가 자신의 핸드백에 있음을 마르코에게 알려준다.
그녀는 곧 호텔로 돌아와 자신의 죄를 씻듯 그동안 뉴욕에서 산
값비싼 옷들을 마치 “연인의 유해”처럼 창밖으로 날려 보낸다. 이러
한 행위는 다이아몬드에 대한 자신의 일시적 탐욕뿐만 아니라 물질
에 대한 모든 집착을 내던지고자 하는 그녀의 결심을 상징한다.
된바람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을 들어올렸다. 발아래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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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장례식을 위한 것처럼, 도시가 수면을 이루느라 불을 껐고
건물들은 어두웠다.
나의 마지막 밤이었다.
나는 내가 가져온 꾸러미를 붙잡고 흐릿한 꼬리모양을 잡아
당겼다. 탄성이 있었으나 세탁의 과정에서 탄성을 상실한 끈 없
는 슬립이 내 머리 위로 떨어졌다. 나는 그것은 휴전기처럼 흔
들었다, 한 번, 두 번. . . . 산들바람이 그것을 붙잡았고 나는 놓
아주었다. . . .
하나씩 하나씩, 나는 내 옷을 밤바람에 먹잇감으로 던졌고,
그 회색 조각들은 팔랑팔랑 마치 연인의 유해처럼 옮겨져 뉴욕
의 어두운 심장부의 내가 정확히 어디인지 결코 알 수 없을 이
곳저곳으로 떨어졌다.
A stiff breeze lifted the hair from my head. At my feet,
the city doused its lights in sleep, its building blackened, as
if for a funeral.
It was my last night.
I grasped the bundle I carried and pulled at a pale tail. A
strapless elasticized slip which, in the course of wear, had
lost its elasticity, slumped into my head. I waved it, like a
flag of truce, once, twice. . . . The breeze caught it, and I let
go. . . .
Piece by piece, I fed my wardrobe to the night wind, and
flutteringly, like a loved one's ashes, the gray scraps were
ferried off, to settle here, there, exactly where I would never
know, in the dark heart of New York.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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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더의 옷들은 그녀의 허영심과 물질적 욕심을 상징하며 그녀의
이러한 심리의 바탕에는 뉴욕의 문화에 적응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
다. 그녀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자신을 치장하는 데 많은 돈을
쓰도록 하는 문화적 압력을 받지 않을 수 없었고 그녀는 이방인이
되지 않기 위해 ‘주변의 다른 여자들’과 유사한 생활양식을 수용한
다. 그러나 소비 본위의 생활에 지친 에스더는 드디어 자신의 옷들
을 창밖으로 내던짐으로써 자신이 그동안 옷처럼 겉에 두르고 있던
거짓된 자신, 즉 남들과 동질화되기 위해 애쓰는 자신을 버리기로
결심한다. 탄성을 상실한 슬립은 뉴욕 생활에 지친 에스더의 모습을
상징하고 그녀가 이것을 “휴전기”처럼 흔드는 것은 더 이상 이곳에
서 적응하기 위해 애쓰지 않을 것임을 드러낸다. “마치 장례식을 위
한 것처럼”이나 “연인의 유해”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 에스더
가 옷을 버리는 행위는 곧 죽음의 의식이다. 그녀는 깊은 좌절감 속
에 창밖으로 투신하고 싶은 욕망을 옷을 내던지는 것으로 충족시키
고 있다. 물론 긍정적 관점에서 본다면, 에스더가 자신의 부정적인
부분을 내던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
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즉, 이 장례식과 같은 의식에서 에스
더는 ‘옛 나’를 버리고 ‘새 나’를 창조할 준비를 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고향에 돌아온 에스더가 깊은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을 반복
적으로 시도하는 것은 이러한 긍정적 해석을 어렵게 만든다. 즉, 에
스더가 창밖으로 옷을 던지는 것은 삶의 의지 상실과 자살 시도에
대한 복선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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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획일주의: 여성 억압
에스더를 짓누르는 당시 사회의 획일주의는 주로 여성 억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녀는 여성들에게 강요되는 출산과 육아,
그리고 혼전순결에 의문을 제기하고 여성억압적인 사회규범을 따르
지 않기로 결심한다. 에스더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성들 스스로가 남성지배적 가치관을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윌러드 부인은, “남자가 원하는 것은 짝이고 여자
가 원하는 것은 무한한 안정성이다”(72), “남자는 미래로 나가는 화
살이고 여자는 화살이 쏘아져 나오는 장소이다”(72)와 같은 말로 남
성과 여성의 역할을 구분 짓는다. 윌러드 부인은 여성이 ‘화살이 쏘
아져 나오는 장소’인 가정에만 머물며 ‘무한한 안정성’을 누리고, 대
신 남편이 멀리 쏘아져 나가는 화살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한 여성 변호사는 “순결을 옹호하
며”(81)라는 제목의 글에서 여성이 결혼 전 약혼자에게 순결을 바치
면 그 남자로부터 버림을 받고 삶이 비참해진다고 주장하면서 여성
의 혼전순결을 강조한다. 그리고 에스더의 어머니는 이 글을 잡지에
서 오려 에스더에게 우편으로 보내준다. 이처럼 에스더에게 여성들
은 스스로가 남성중심주의 안에서 적응하고 안주하려는 것으로 여
겨진다. 에스더는 윌러드 부인의 화살 비유를 비판하며 “내가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은 무한한 안정성이었고 화살이 쏘아져 나오는 장소
가 되는 것이었다. 나는 변화와 흥분을 원했고 마치 독립기념일의
로켓에서 나오는 색색의 화살들처럼 내 스스로가 모든 방향으로 쏘
아져 나가고 싶었다”(83)라고 말한다. 또한 여성 변호사의 주장에
- 35 -

대해 “나는 여성은 하나의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하고 남성은 하나는
순결하고 하나는 그렇지 않은 이중적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견
딜 수 없었다”(81)라고 말하며 여성에게만 혼전순결을 요구하는 사
회의 도덕적 기준에 대해서 비판한다.
그녀는 남편을 위해 아침식사를 차려주고 하루 내내 여러 가지
집안일을 하다가 남편이 돌아오면 다시 저녁식사를 차리고 그것을
치워야 하루가 마무리되는 주부의 삶을 상상해보면서, “15년 동안
온통 A만 받아온 여자에게는 지루하고 낭비적인 삶”(84)이 될 것이
라고 생각한다. 또한 그녀는 윌러드 부인이 남편의 낡은 양복천을
이용해 몇 주에 걸쳐 아름다운 색색의 러그를 짜낸 뒤 부엌에 깔았
지만 결국 그것이 며칠 만에 더러워져 시중의 여느 값싼 매트와 다
를 바 없어진 것을 보고서, 주부의 고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
는 얼마나 초라한지를 알게 된다. 에스더에게 윌러드 부인의 부엌매
트는 남성에게 봉사해야 하는 여성의 운명을 상징한다.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기 전 여자에게 쏟아 부었던 장미들과
키스들과 레스토랑에서의 저녁식사들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그가 비밀리에 원하는 것은 여자가 마치 윌러드 부
인의 부엌 매트처럼 자신의 발아래 납작 엎드리는 것이라는 것
을 나는 알고 있었다.
And I knew that in spite of all the roses and kisses and
restaurant dinners a man showered on a woman before he
married her, what he secretly wanted when the wedding
service ended was for her to flatten out underneath his feet
like Mrs. Willard's kitchen mat.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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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더는 남자들이 결혼 전에는 여성을 떠받들지만 결혼을 하고 나
면 여자가 마치 부엌 매트처럼 자신에게 엎드려 봉사하기를 바란다
고 생각한다.
또한 에스더는 만약 아이를 낳게 되면 시를 쓰고 싶은 생각이
없어질 것이라고 한 버디의 말을 떠올리며, 결혼이 여성에게 가하는
억압에 대해 생각한다.
나는 또한 버디 윌러드가 사악하게 다 아는 체를 하며 내가
아이를 갖게 되면 다르게 느끼게 될 거라고, 내가 더 이상 시를
쓰고 싶지 않을 거라고 말했던 것을 떠올렸다. 그래서 나는 결
혼을 하고 아이를 갖게 되면 세뇌상태처럼 되고 이후에는 어떤
개인적인 전체주의 국가의 노예처럼 우둔해지는 것이 아마도 진
실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I also remembered Buddy Willard saying in a sinister,
knowing way that after I had children I would feel
differently, I wouldn't want to write poems any more. So I
began to think maybe it was true that when you were
married and had children it was like being brainwashed, and
afterward you went about numb as a slave in some private,
totalitarian state. (85)
에스더는 여성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게 되면 결혼제도의
억압성에 의해 “세뇌상태”가 되고 “어떤 개인적인 전체주의 국가의
노예처럼 우둔해진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결혼 전 추구했던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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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 쉽사리 포기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에스더는 당시
여성들에게 부여된 사회적 역할, 즉 결혼하여 직업을 버리는 대신
아이를 많이 낳아 기르고 남편을 위해 봉사하는 여성의 역할을 맡
지 않을 것임을 결심한다.
따라서 여섯 아이를 두고도 또 일곱 번째 아이를 임신한, 같은
동네에 사는 여성 도도 콘웨이는 에스더에게 혐오의 대상이 된다.
그녀는 “유모차의 끽끽거리는 높은 소리가 내 귀에 고통을 주었
다”(114)라고 말하며 도도 콘웨이가 자랑스레 끌고 다니는 유모차의
소리조차 끔찍한 것으로 인식한다.
괴기스럽고 푹 튀어나온 배를 가진 5피트가 안 되는 키의
여자가 낡은 검은 유모차를 길을 따라 밀고 있었다. 서로 다른
크기의 두세 명의 어린애들이 모두 창백하고 지저분한 얼굴에
헐벗은 지저분한 무릎을 가지고 그녀의 치맛자락 아래 뒤뚱거리
며 걸어갔다.
평화롭고 거의 종교적이기까지 한 미소가 그 여자의 얼굴에
떠올랐다. 그녀의 머리는 마치 오리 알 위에 놓여진 참새 알처
럼 행복하게 뒤로 젖혀졌다.
A woman not five feet tall, with a grotesque, protruding
stomach, was wheeling an old black carriage down the street.
Two or three small children of various sizes, all pale, with
smudgy faces and bare smudgy knees, wobbled along in the
shadow of her skirts.
A serene, almost religious smile lit up the woman's face.
Her head tilted happily back, like a sparrow egg perched on
- 38 -

a duck egg, she smiled into the sun. (116)
도도 콘웨이의 배를 “괴기스러운” 것으로, 그녀의 아이들은 “창백하
고 지저분한” 외모를 가진 것으로 묘사하고 아이들에 대해 마치 동
물을 두고 말하듯 “서로 다른 크기”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서 이
들에 대한 에스더의 부정적 시각을 읽을 수 있다. 또한 에스더는 가
톨릭 신념에 따라 계속 아이를 출산하는 도도 콘웨이가 “평화롭고
거의 종교적이기까지 한 미소”를 띠고 있다고 말하고 그녀가 행복하
게 뒤로 젖힌 머리를 “오리 알 위에 놓여진 참새 알”에 비유하며 그
녀를 조롱하고 있다. 에스더는 도도 콘웨이가 자신의 집 아래서 유
모차를 위아래로 흔들어대는 것이 자기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이라
고 생각하고 그녀가 자신의 방안을 꿰뚫어보고 있다고 느낄 만큼
과도한 자의식 속에 그녀를 불쾌한 존재로 인식한다. 도도 콘웨이는
에스더에게 어떤 직접적 피해도 주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
더는 그녀의 존재 자체를 혐오스러운 것으로 인식한다. 이것은 오로
지 출산과 육아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은 도도 콘웨이의 모습
이 곧 에스더가 미래에 언제라도 마주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스더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도도 콘웨이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이것은 피임수술이라는 극단적 조치로 드러난다. 에스더는 늘
여성에게 부담으로 존재하는 임신의 가능성을 “남자의 지배 하에 있
는 것”(221)이자, “머리 위에 아기가 큰 막대기처럼 드리운 채 나를
제약하는 것”(221)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자신을 속박할 임신과 육
아로부터 영구히 자유로워지기 위해 피임수술을 받기로 결심한다.
에스더는 병원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면서도 자신은 왜 다른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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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여성들처럼 쉽게 어머니가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없는지에 대해
자문한다.
내 주변의 여자들에게는 아이를 갖는 것이 얼마나 쉽게 여겨지
는가! 나는 왜 그토록 모성이 없고 비정한가? 나는 왜 도도 콘
웨이처럼 삐악삐악 우는 통통한 아기를 낳고 또 낳는 데 헌신할
꿈을 꿀 수 없는 것인가?
만약 내가 아기를 하루 종일 돌봐야 한다면, 나는 미쳐버리
고 말 것이다.
How easy having babies seemed to the women around me!
Why was I so unmaternal and apart? Why couldn't I dream
of devoting myself to baby after fat puling baby like Dodo
Conway?
If I had to wait on a baby all day, I would go mad. (222)
에스더는 자신에게는 왜 다른 여자들과 달리 모성이 없고 비정한지
에 대해 묻고 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경멸했던 도도 콘웨이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왜 자신은 출산과 육아에 헌신할 마음이 없는지
생각해본다. 결국 도도 콘웨이는 무조건적인 경멸의 대상이 아니라
에스더에게 출산을 택하는 것과 택하지 않는 것 사이에 심적 갈등
을 유발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에스더는 마침내 만약 자
신이 아기를 하루 종일 돌봐야 한다면 미쳐버릴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녀는 수술대에 오르며 이것이 ‘자유로 가는 길’임을 자
신에게 분명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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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며 수술대 위로 올랐다. “나는 자유로
올라가는 것이다. 공포로부터의 자유, 그저 성관계 때문에 버디
윌러드처럼 잘못된 사람과 결혼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나처럼
피임수술을 받았어야 했을 그 모든 불쌍한 여자들이 가는 곳인
플로렌스 크리텐던 홈스로부터의 자유 . . . .”
I climbed up on the examination table, thinking: "I am
climbing to freedom, freedom from fear, freedom from
marrying the wrong person, like Buddy Willard, just because
of sex, freedom from the Florence Crittenden Homes where
all the poor girls go who should have been fitted out like me
. . . ." (223)
에스더는 단지 임신 때문에 원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여성들, 또
는 미혼모 시설에 가게 된 여성들의 경우를 답습하지 않고자 피임
수술을 받는다. 그녀는 자신의 후원자인 기니 여사가 준 돈으로 피
임수술을 받으며, 이에 대해 “필로메나 기니는 나에게 자유를 사준
것”(221)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피임수술을 받고 난 뒤 “나는 나만의
여성이 되었다”(223)라고 말하며 출산과 육아로 인한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주체적인 여성이 되었음을 선언한다.
에스더는 자신의 순결을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강박적으
로 순결을 버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순결한 줄 알았던 버디 윌러드
가 순결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부터이다. 그녀는 “내가 버디
윌러드의 타락에 대해 알게 된 이후로 나의 처녀성은 마치 이정표
처럼 내 목 둘레를 내리눌렀다”(228)라고 말한다. 이것은 그녀가 버
디와 동등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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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피임수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개인적이고 제사장의 업무처럼
공식적인”(228) 일처럼 순결상실을 아무 감정 없이 치러낸다. 에스
더는 “내가 알지 못하고 앞으로도 알 일이 없을 사람”(228)인 어윈
이라는 남자를 처음 만난 날 순결을 버리고 그에게 이별을 고한다.
여자가 결혼 전에 순결을 잃으면 그 남자에게 버림을 받고 인생이
비참해진다는, 여성변호사의 주장에 완전히 저항하는 행동을 한 것
이다. 어윈에게 전화로 이별을 고하고 난 뒤 그가 자신에게 전혀 연
락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안 에스더는 “난 완벽하게 자유로웠
다”(242)라고 말한다. 그녀는 사회의 통념에 대치되는 행동을 함으
로써 그 통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택하고 주류사회로부터
소외를 자청한다.
그러나 여기에 이르기까지 에스더가 자신의 결혼과 출산의 가능
성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녀는 작품 곳곳에서
자신이 만약 결혼이나 출산을 하게 된다면 어떠할지 상상하는 모습
을 내비친다.
나는 언제나 내 자신이 모든 일이 끝난 이후에 분만대 위에
팔꿈치를 받친 채 몸을 들어올리고 있는 것을 상상했었다―하얗
게 질린 채로, 물론 화장은 하지 않은 채로, 끔찍한 고난을 겪었
지만 미소 짓고 환한 표정으로, 머리는 허리까지 닿은 채로, 작
고 꼼지락거리는 나의 첫 아이를 향해 손을 뻗으며 이름이 무엇
이 됐든 그 이름을 부르는 내 자신을 말이다.
I had always imagined myself hitching up on to my
elbows on the delivery table after it was all over―dead
white, of course, with no make up and from the awful ord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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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smiling and radiant, with my hair down to my waist, and
reaching out for my first little squirmy child and saying its
name, whatever it was. (67)
에스더의 상상 속에서 그녀는 호된 산고를 겪었지만 첫 아이를 얻
어 행복한 엄마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것은 “아이들은 나를 질리게
만들었다”(117)라고 말하며 아이들에 대한 혐오를 표현했던 것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또한 그녀는 “어느 날 남성적이면서도 다정한 자
동차 정비공과 결혼해서 도도 콘웨이처럼 큰 가정을 꾸릴지도 모른
다”(133)라고 말하며 평범한 결혼 생활을 상상해보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과 돼지들과 닭들과 함께 바닷가에 사는 것이 멋
질 것”(150)이라고 생각하며 소박한 결혼 생활을 상상하기도 한다.
이처럼 그녀에게도 분명 결혼과 출산에 대한 욕망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확히 말하면 그녀가 혐오하는 것은 결혼이나 아
이들 자체가 아니라 사회생활은 허락되지 않은 채 오로지 가정생활
에만 전념해야 하는 여성들의 현실이다. 그녀는 분명 결혼을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고민하지만 결혼이 단순히 아내와 남편, 어머니와 자
식 사이의 인간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제도로서 여성의 개인성을 억
압하는 것을 알고 있기에 앞으로 결혼을 하지 않을 것임을 결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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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개인적 원인: 인간관계에서의 실패
2.2.1 가족과의 관계
에스더는 아버지의 이른 죽음과 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인해 늘
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다. 아홉 살의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늘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사는 에스더는, 아버지의 죽음 이전인 9살까지
만 행복했고 그 이후로는 행복한 적이 없다고 말할 만큼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심한 심적 고통을 겪는다.
내가 9살까지만 순수하게 행복했다는 생각이 그전에는 떠오른
적이 없다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그 이후로는―어머니가 경제적 절약으로 마련해준 걸스카우
트와 피아노 수업과 수채화 수업과 무용 수업과 항해 캠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엷은 안개 속에 조정 경기를 하고 블랙 버텀
파이를 먹고 생각의 작고 새로운 폭죽들이 매일 터졌던 대학생
활에도 불구하고―나는 다시는 행복한 적이 없다.
I thought how strange it had never occurred to me before
that I was only purely happy until I was nine years old.
After that―in spite of the Girl Scouts and the piano
lessons and the water-color lessons and the dancing lessons
and the sailing camp, all of which my mother scrimped to
give me, and college, with crewing in the mist before
breakfast and blackbottom pies and the little new firecrackers
of ideas going off everyday―I had never been really happy
again.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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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더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경험한 9살의 시기는 행복과 불행을
나누는 중요한 경계이다. 그녀는 아버지의 죽음 이후로 경험한 다양
한 행복의 요소들―어머니가 마련해 준 다양한 교육적 기회들과 대
학시절에 누린 여러 즐거움들―속에서도 전혀 행복을 느끼지 못한
다.
에스더의 이러한 불행은 단지 아버지의 죽음뿐만 아니라 아버지
의 죽음에 대해 냉담한 어머니의 태도에서도 기인한다. 어머니는,
생명보험에 들지 않아 돈 한 푼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남으로써 자
신으로 하여금 홀로 생계를 꾸리도록 만든 아버지를 원망한다. 뿐만
아니라 에스더의 어머니는 자녀들을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고 묘지에 한 번도 데려가지 않으며 심지어 아버지가
병들어 고통 받느니 차라리 죽은 것이 다행이라고 말함으로써 에스
더의 원망을 증대시킨다.
그리고 나는 내가 아버지의 죽음을 위해 한 번도 운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어머니 역시 운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미소 짓고 그가
죽은 것이 그에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만약 그가 살았
다면 평생 다리를 절고 병들었을 것이며 그는 그것을 견딜 수
없었을 것이기에, 그도 그런 일이 생기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
을 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내 얼굴을 대리석의 미끄러운 표면에 대고 차가운 소
금비 속으로 나의 상실을 울부짖었다.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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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I remembered that I had never cried for my
father's death.
My mother hadn't cried either. She had just smiled and
said what a merciful thing it was for him he had died,
because if he had lived he would have been crippled and an
invalid for life, and he couldn't have stood that, he would
rather have died than had that happen.
I laid my face to the smooth face of the marble and
howled my loss into the cold salt rain.
I knew just how to go about it. (167)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어머니의 냉정한 태도로 인해 에스더는 어머
니에 대한 미움을 키워나가고 그 미움이 커질수록 이에 비례해 아
버지에 대한 애착 역시 커져간다. 에스더의 어머니는, 적어도 에스
더가 보기에는,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으며 동시에 자식이 애
도할 기회마저 박탈한다. 따라서 에스더는 자신의 슬픔을 억누르며
성장해야 했고 아버지의 장례식도 묘지도 보지 못한 그녀에게 아버
지의 죽음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된다. 따라서 그녀는 “묘지와 심
지어 그의 죽음도 나에겐 항상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였다”(165)라고
말한다. 그녀는 “나는 늘 아버지가 가장 좋아한 사람이었기에, 어머
니가 한 번도 하지 않은 애도를 맡는 것이 적절하게 보였다”(165)라
고 생각하며 그 동안 한 번도 찾아가지 못했던 아버지의 무덤을 찾
아가 처음으로 마음껏 소리 내어 울며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한다.
이때 그녀가 어머니로 인해 오랫동안 억눌러온 아버지에 대한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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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과 슬픔이 폭발된다. 그리고 아버지의 묘지를 방문하는 장면 다음
에는 바로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았다”(167)라는 문장이
뒤를 이으며 그녀가 집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사건이 갑자기 출현한
다. 따라서 아버지의 묘지를 찾아간 것과 자살 시도 사이에 중요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녀가 자살을 시도하기 직전에 아버지
의 묘지를 찾아간 것은, 죽음을 통해 아버지와 다시 만나겠다는 그
녀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에스더가 어머니에 대해 갖는 부정적 감정은 어머니가 자신에게
속기를 배울 것을 종용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속기와 타이핑을
가르치며 자식들을 부양하던 에스더의 어머니는 당시에 여성들의
취업에 필수적으로 여겨졌던 속기를 에스더도 배울 것을 설득한다.
그러나 에스더는 “나는 어떤 방식으로든 남자들에게 봉사한다는 생
각이 싫었다. 나는 나만의 전율적인 문자들을 쓰고 싶었다”(76)라고
말하며, 남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써야 하는 속기에 대한 거부감과,
자신만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표현한다. 속
기를 배워 남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 적는다는 것은 그녀 안에
내재하는 풍부한 창조성을 말살하는 행위이고 속기를 배울 것을 요
구하는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의 이러한 창조성을 억압하는 존재로
인식된다. 반면에 만약 아버지가 살아있었더라면 곤충이나 외국어에
대해 가르쳐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머니를 더욱 원망하고
동시에 아버지를 더욱 그리워하게 된다. 즉, 곤충학자였던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의 지적 갈증을 해갈시킬 수 있었을 이상적 인물로
미화되는 반면, 타이핑과 속기를 가르치는 그녀의 어머니는 현실과
의 타협을 강요하는 인물로 그녀의 미움을 받게 된다. 결국 에스더
는 살아있는 어머니와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채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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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버지에 대한 병적 허상만을 키워나간다. 그녀는 자신이 일하는
잡지사의 편집장인 제이 씨와 자신의 어머니를 비교하며, “나는 제
이 씨 같은 어머니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나는 무
엇을 할지 알 수 있었을 것이다”(39)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의 어머
니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39)라고 말하며 어머니에 대한 부정
적 감정을 드러낸다.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생일날 어머니가
가져온 장미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주치의에게 “나는 그녀가 싫
어요”(203)라고 말하는 것에서도 어머니에 대한 그녀의 혐오를 읽을
수 있다.8)
에스더가 어머니에 대해 갖는 강한 증오는 어머니에 대한 살해
욕망으로까지 이어진다.
방이 푸른색을 띠며 시야에 들어왔고 나는 밤이 어디로 가
버린 것인지 의아했다. 어머니는 안개 자욱한 통나무의 모습에
서, 입은 살짝 벌리고 목에서는 코고는 소리를 만들며 잠을 자
고 있는 중년 여성의 모습으로 변했다. 그 돼지 같은 소음이 나
를 짜증나게 만들었고, 그것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이 나
오는 피부와 힘줄의 기둥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손 사이에서 비
틀어버려 조용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다.
The room blued into view, and I wondered where the
night had gone. My mother turned from a foggy log into a
8) 이처럼 플라스는『벨 자』에서 어머니에 대해 증오로 가득 찬 묘사를 하였기 때문에 어
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작품의 첫 출판 시에는 빅토리아 루카스(Victoria Lucas)라는 가
명을 사용하였다(Stanley 400). 플라스의 어머니 오렐리아 플라스(Aurelia Plath)는 『벨
자』가 미국에서 출판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며 작품이 출판되고 난 뒤에는 플라스가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보낸 편지를 모은 Letters Home (1975)을 출판하여 『벨 자』의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였다(Rose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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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umbering, middle-aged woman, her mouth slightly open and
a snore raveling from her throat. The piggish noise irritated
me, and for a while it seemed to me that the only way to
stop it would be to take the column of skin and sinew from
which it rose and twist it to silence between my hands. (123)
여기서 잠을 자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은 에스더와는 아무 상관없는
하나의 물체와도 같은 “안개 자욱한 통나무”로 묘사된다. 그러나 어
머니가 만들어내는 소음을 인식하는 순간 어머니는 “입은 살짝 벌리
고 목에서는 코고는 소리를 만들며 잠을 자고 있는 중년 여성”으로
변한다. 이 순간 에스더의 살해 욕망이 생겨난다. 에스더는 “피부와
힘줄의 기둥”, 즉 어머니의 목을 비틀어버리고자 하는 욕망을 갖는
다. 에스더는 어머니가 코를 골며 만들어내는 “돼지 같은 소음”을
멈추고자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것을 상상할 만큼 어머니에 대해
깊은 분노를 품고 있다.
어머니 목을 조르는 것의 모티프는 플라스의 일기9)에도 등장한
다. 일기 속의 플라스는 에스더와 마찬가지로 침대에 누워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것을 상상하고 있다.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나의 증오를 어떻게 표현할까? 나의 가장
깊은 감정 속에서 나는 그녀를 적으로 생각한다: 세상에서 나의
9) 플라스의 남편 테드 휴즈(Ted Hughes)가 1950년에서 1962년까지 플라스가 쓴 일기를
모아 출판한 Journals (1982)를 말한다. 휴즈는 이 출판이 Letters Home에 대응하는 것
이라고 밝힌 바 있다(Rose 76). 『벨 자』가 자서전적 성격이 강하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플라스의 일기를 참고함으로써 『벨 자』에 드러난 어머니에 대한 에스더의 증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고자 한다. 어머니에 대한 증오가 구체적이고 방대하게 표현된 플
라스의 일기에서는 『벨 자』속에서 에스더가 어머니에 대해 갖는 증오의 심층적 원인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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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남성 동지인 나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 그녀는 남성성의 살
해자이다. 나는 침대에 누워 정신이 영원히 흐려지고 있다고 느
끼며, 그녀를 죽인다면, 세상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줄 만큼 충분
히 강하지 못했던, 깡마르고 핏줄이 드러난 그녀의 목을 조른다
면 얼마나 멋질까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살해를 하기에는
너무 좋은 사람이었다. . . . 나는 그녀를 죽이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죽였다.
So how do I express my hate for my mother? In my
deepest emotions I think of her as an enemy: somebody who
"killed" my father, my first male ally in the world. She is a
murderess of maleness. I lay in bed when I thought my mind
was going blank forever and thought what a luxury it would
be to kill her, to strangle her skinny veined throat which
could never be big enough to protect me from the world. But
I was too nice for murder. . . . I'd kill her, so I killed
myself. (Journals 433)
『벨 자』에서 에스더는 오랜 병에 시달리던 아버지가 죽은 것을
차라리 다행으로 여긴 어머니를 원망하는 것에서 그친다. 그러나 플
라스는 자신의 일기에서 어머니를 아버지에 대한 살해자로 규정한
다. 이를 통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어머니의 냉담한 태도에 대
한 원망이 커진 나머지 플라스가 아버지의 죽음의 원인을 어머니에
게로 돌렸음을 짐작할 수 있다. 어머니가 아무리 생계유지와 자녀양
육을 위해 노력하여도 어머니가 빼앗아간 아버지의 남성성은 어머
니의 여성성에 의해 대체될 수 없다. “깡마르고 핏줄이 드러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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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상징되는 어머니의 희생자적 여성성은 플라스로 하여금 더욱
강인한 남성성을 갈구하도록 만든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남성
성의 희구는 여성성(어머니)에 대한 살해 욕구로 이어진다. “나는 그
녀를 죽이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죽였다”에서 알 수 있
듯, 그녀는 자살을 통해 자신의 여성성을 죽이는 행위가 곧 어머니
를 죽이는 행위와 같다고 생각하기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자신이 그리워하는 남성성(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
법이 된다.
플라스가 자살을 통해 어머니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플
라스의 모성공포증(matrophobia)과 관련이 있다. 모성공포증은 자신
의 내부에 존재하는 어머니의 속박에 대한 공포를 가리키며, 플라스
는 어머니의 이러한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개인화되고 자유로워지고
자 하는 욕망을 갖는다. 플라스는 자신의 어머니를 도플갱어, 즉 자
신의 독립적 자아를 위협하는 “꼭 닮은 사람”으로 인식했다(Kamel
224).10) 이처럼 플라스가 자신과 어머니를 동일시하는 것과 어머니
를 자신의 자아로부터 분리하고자 하는 욕망은 그녀의 일기에도 잘
표현되어 있다.
그녀는 내가 되고 싶어 한다. 그녀는 내가 그녀가 되기를 바란
10) 로즈 카멜(Rose Kamel)은 모성공포증에 대한 에이드리언 리치(Adrienne Rich)의 저서
Of Woman Born: Motherhood as Experience and Institution 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 “모성공포증은 우리 어머니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개인화되고 자유
로워지고자 하는 욕망 하에서 여성의 자아가 분열되는 것으로 보아질 수 있다. 어머니는
우리 내부에 있는 희생자, 자유롭지 못한 여성, 순교자를 상징한다. 우리의 인격은 위험
스럽게 우리 어머니의 인격과 흐릿해지고 포개진다”(Matrophobia can be seen as a
womanly splitting of the self, in the desire to become purged once and for all of
our mother's bondage, become individuated and free. The mother stands for the
victim in ourselves, the unfree woman, the martyr. Our personalities seem
dangerously to blur and overlap with our mothers', 23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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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녀는 내 뱃속으로 기어들어와 내 아기가 되어 머물고 싶
어 한다. 그러나 나는 그녀를 물리쳐야 한다.
She wants to be me: she wants me to be her: she wants to
crawl into my stomach and be my baby and ride along. But
I must go her way. (Journals 433)
또한 엘렉트라 콤플렉스로 플라스의 아버지에 대한 집착적 사랑
과 어머니에 대한 증오를 설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플라스는 어머니
를 아버지의 사랑을 쟁취하는 데 방해가 되는 인물이자 연적으로
인식한다. 엘렉트라 콤플렉스는 어릴 적 딸이 아버지에 대해 무의식
적으로 가졌다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레 잃게 되는 심리상태인데 플
라스는 너무 이른 나이에 아버지를 잃어 오히려 그것을 고착화시키
게 되었다. 아버지에 대한 “그녀의 어린애 같은 감정은 부분적으로
성적인 것이었으며 이후 그녀의 연인들은 곧 아버지의 형상들이었
다”는 주장(Claridge, Pryor, & Watkins 201)은 플라스의 엘렉트라
콤플렉스를 잘 설명해준다.
에스더는 남동생과도 어떤 의미 있는 소통도 하지 못한다. 그녀
의 남동생은 작품 속에 이름조차 소개되지 않으며 그에 대한 묘사
나 설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단 한 번 등장하는 에스더와 남
동생 사이의 대화는 극히 짧고 피상적이다.
몸집이 크고 키가 큰 남자아이가 그녀 뒤를 따랐다. 나는 눈
을 제대로 뜨지 않아 처음에 그게 누구인지 알 수 없었으나 이
윽고 내 남동생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를 보고 싶다고 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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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는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앉아 내 다리에 한 손을 얹
었다. . . .
“아무 말도 한 적 없어.”
“나를 불러달라고 했다던데.” 어머니는 곧 울 것 같았다. . .
.
“좀 어때?” 남동생이 말했다.
나는 어머니의 눈을 보았다.
“똑같아.” 나는 말했다.
A big tall boy followed her. At first I couldn't make out
who it was, because my eye only opened a short way, but
then I saw it was my brother.
"They said you wanted to see me."
My mother perched on the edge of the bed and laid a
hand on my leg. . . .
"I didn't think I said anything."
"They said you called for me." She seemed to ready to
cry. . . .
"How are you?" my brother said.
I looked my mother in the eye.
"The same," I said. (172)
여기서 에스더는 처음에 자신의 남동생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몸
집이 크고 키가 큰 남자아이”로 묘사할 뿐만 아니라 남동생의 방문
을 전혀 반가워하지 않는다. 이것은 둘 사이의 소원한 관계를 잘 드
러낸다. 에스더의 어머니는 에스더와 남동생을 만나게 하기 위해 에
스더가 방문 요청을 했다고 남동생에게 말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 53 -

남동생이 “좀 어때?”라고 묻는 질문에 에스더가 “똑같아”라고 답하
는 것으로 둘 사이의 대화는 끝이 나는데 이러한 짧은 대화는 둘
사이의 단절된 관계를 잘 드러낸다. 에스더에게 남동생은 어머니를
제외한 그녀의 유일한 가족이지만 그와의 의미 있는 관계를 통해
에스더가 상처를 치유할 가능성은 엿보이지 않는다.

2.2.2 버디 윌러드와의 관계
에스더는 버디 윌러드를 처음 몇 년 동안은 매우 좋아하고 그에
대해 환상을 품는다. 에스더는 버디가 하는 말이라면 “참된 진
실”(57)로 믿을 만큼 그에 대한 신뢰를 갖는다. 그러나 에스더는 점
차 그에게 실망하게 되고 그와의 관계는 결국 환멸로 끝난다. 감수
성이 풍부한 에스더와 달리 버디는 냉정하고 비정한 인물이다. 그가
사망한 환자의 유족들에게 해부 목적으로 시신 기증을 하는 것을
설득하는 데 아주 능하여 이로 인해 상을 받는 것은 그의 이러한
성격 덕분이다. 또한 그는 에스더를 자신이 일하는 병원으로 데려가
죽음의 이미지들을 연속적으로 보여준다. 그가 에스더에게 여자의
고통스러운 해산 장면을 보여준 뒤 “만족스러운 표정”(67)으로 어땠
냐고 묻는 것은 그의 몰인정함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버디가 병원에
서 에스더에게 보여준 이미지들은 에스더의 뇌리에 깊이 남아 이후
에 자주 회상되고 그녀의 우울증에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버디는
에스더에게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우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에스더가 스키를 타다가 다리를 다쳤을 때 버디는 “이상하고 만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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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운 표정”(98)을 띤 채로 “네 다리는 두 군데로 부러졌어. 너는 몇
달 동안 깁스를 해야 해”(98)라고 말한다. 에스더의 부상에 희열을
느끼는 듯한 버디의 모습에서 그의 잔인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에스더가 버디에게서 돌아서는 결정적인 계기는, 성적으
로 순결한 척 했던 버디가 사실은 그렇지 않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
이다. 에스더의 어머니와 할머니는 버디가 얼마나 훌륭한 청년인지
늘 칭찬을 하고 에스더는 그들의 말로 미루어 보아 버디가 성적으
로 순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나의 어머니와 할머니는 버디 윌러드가 훌륭하고 순수한 가정
출신의 훌륭하고 순수한 남자라는 점에 대해, 그리고 교회의 모
든 사람들이 그가 부모님과 웃어른들에게 매우 친절한데다가 운
동을 매우 잘하고 매우 잘생기고 매우 지적이기까지 한 모범적
인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최근에 나에게 많은 암시를
주기 시작했었다.
My mother and my grandmother had started hinting around
to me a lot lately about what a fine, clean boy Buddy
Willard was, coming from such a fine, clean family, and how
everybody at church thought he was a model person, so kind
to his parents and to older people, as well as so athletic and
so handsome and so intelligent. (68)
사람들이 버디를 두고 “훌륭하고 순수한 남자”라고 칭하는 것에서
에스더는 그의 순결을 확신한다. 에스더에게 도덕적인 훌륭함은 성
적 순결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버디가 순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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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버디에 대해 강한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
내가 견딜 수 없었던 것은 버디가 나는 매우 성적이고 자신
은 매우 순수한 것처럼 행동했던 점이다. 그는 그러는 내내 그
창녀 같은 웨이트리스와 사귀고 있었고 내 얼굴에 대고 비웃고
싶었음에 틀림없다.
What I couldn't stand was Buddy's pretending I was so
sexy and he was so pure, when all the time he'd been
having an affair with that tarty waitress and must have felt
like laughing in my face. (71)
에스더는 버디가 그동안 “매우 순수한 것처럼 행동하면서” 도덕적
완벽함과 순결을 가장해왔다고 생각하고 이에 큰 실망을 느낀다. 에
스더를 더욱 실망시키는 것은 그가 자신의 잘못을 타인에게, 특히
어머니에게 털어놓지 못한다는 점이다. 버디는 자신의 어머니가 웨
이트리스와의 관계에 대해 묻자 솔직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이를 안
에스더는 자신이 한 일을 인정하지 못하는 비겁한 버디를 떠날 것
임을 결심한다.
나는 버디 윌러드를 버리기로 최종적으로 결심했다. 그것은
그가 그 웨이트리스와 관계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그것
을 모두에게 서슴없이 인정하고 그것을 자신의 인성의 일부로
받아들일 솔직한 배짱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 .
Well, I had just decided to ditch Buddy Willard for o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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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for all, not because he'd slept with that waitress but
because he didn't have the honest guts to admit it straight
off to every and face up to it as part of his character. . .
(72)
버디의 어머니는 “남성과 여성 모두의 동정에 대해 광적으로 집착하
는 인물”(71)이고 그런 어머니에게 버디는 솔직하게 고백을 하지 못
했다. 자신에게 씌워진 ‘훌륭한 가문 출신의 훌륭한 청년’이라는 가
면을 차마 벗어던지지 못한 것이다. 에스더는 버디를 “위선자”(62)로
여기고 그가 결핵에 걸린 것은 “이중적 삶을 산 것에 대한 형
벌”(73)이라고 생각한다.

2.2.3 잡지사 사람들과의 관계
에스더는 뉴욕의 잡지사에서 일하는 동안 동료 중 그 누구와도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한다. 그녀는 함께 호텔에 머무르고 있는
11명의 동료 중 자신과 다른 점이 많은 도린에게 처음에는 호감을
품지만 그녀의 무분별한 행동에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끼고 그녀를
멀리하게 된다. 대학에서 지적 탐구에 많은 시간을 보낸 에스더와는
달리 패션이 가장 주요한 관심사인 도린의 삶을 에스더는 “자석처럼
나를 이끄는, 경이롭고 정교한 퇴폐로 가득 찬 삶”(5)으로 표현한다.
“퇴폐”라는 단어로 잘 설명되는 도린은 즉흥적이면서 이성보다는 본
능을 따르고 정신적인 것보다는 물질적인 것을 숭상한다는 점에서
에스더와는 전혀 다른 인물이다. 그녀는 마감기한 내에 원고를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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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애쓰는 에스더에게 핀잔을 주는가 하면, 에스더가 좋아하는
유능한 편집장 제이 씨의 외모를 비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
더는 “도린은 직관이 있었다. 그녀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뼈에
서 곧바로 나오는 비밀스런 목소리와도 같았다”(7)라고 말하며 도린
에 대한 호감을 표현한다. 뿐만 아니라 “도린과 함께 있는 것은 나
의 근심들을 잊게 해주었다. 나는 매우 현명하고 냉소적인 것처럼
느껴졌다”(8)라고 말한다. “현명하고 냉소적”이라는 것은 에스더 자
신에 대한 평가가 아닌 도린에 대한 평가이다. 에스더는 도린과 함
께 있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도린의 그러한 긍정적 특성을 갖게 되
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도린의 무분별한 행동은 에스더를 크게 실망시킨다. 길
에서 우연히 만난 남자 레니와 급속히 친해진 도린은 레니와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두 사람을 바라보기만 하는 에스더는
철저한 소외를 경험한다.
나는 내 자신이 그 모든 빨갛고 하얀 러그들과 소나무 판자
와는 대조적으로 작고 검은 점으로 쪼그라드는 것을 느꼈다. 나
는 땅 속의 구멍처럼 느껴졌다.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 점점 미쳐가는 것을 보는 것에는 무
언가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 특히 그 방에서 자신만이
유일한 타자라면.
그것은 마치 급행열차의 승무원실에서 반대방향으로 파리를
바라보는 것과 같다―매초마다 도시는 점점 작아지지만, 시속
백만 마일 정도의 속도로 그 모든 불빛들과 흥분으로부터 멀리
내달리면서 점점 작아지고 점점 외로워짐을 느끼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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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felt myself shrinking to a small black dot against all
those red and white rugs and that pine paneling. I felt like a
hole in the ground.
There is something demoralizing about watching two
people get more and more crazy about each other, especially
when you are the only extra person in the room.
It's like watching Paris from an express caboose heading
in the opposite direction―every second the city gets smaller
and smaller, only you feel it's really you getting smaller and
smaller and lonelier and lonelier, rushing away from all those
lights and that excitement at about a million miles an hour.
(16)
춤을 추는 도린과 레닌을 바라보던 에스더의 시선은 아래를 향한다.
그녀는 바닥에 깔려 있는 러그와, 벽의 아랫부분에 장식으로 붙어
있는 나무판자를 바라본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러한 장식품들보
다 더 하찮은 “작고 검은 점”이나 “땅 속의 구멍”처럼 인식하게 된
다. 그녀가 고개를 떨어뜨리고 스스로를 점이나 구멍에 비유하는 데
서 그녀의 극심한 소외 상태를 가늠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이 두 사
람을 바라보는 것을, 마치 빠르게 달리는 기차 안에서 기차의 진행
방향과 반대로 파리를 바라보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주어진 상황에 참여하지 못한 채 관찰자가 되어야만 하는 에스더의
소외 상태를 보여준다. 기차 안의 관찰자가 점점 작아지는 도시를
바라보며 자기 자신도 점점 작아지고 점점 외로워지는 것을 느끼듯
에스더는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장면에서 철저히 분리된 채 외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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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험하고 있다.
매튜 래트클리프(Matthew Ratcliffe)는 에스더가 이 상황에서 경
험하는 소외감을 존재론적 감정의 한 예로 들었다. 그는 철학자들이
분노, 기쁨, 공포, 죄책감 등 감정의 표준적인 목록에만 초점을 맞춰
온 나머지, 존재론적 감정을 등한시해왔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존재
론적 감정을 세상 속 사건의 특정 대상이나 상태에 향하는 일반적
인 “몸의 감정들”과 구분 지었다. 그는 존재론적 감정을 개인과 세
상 사이의 관계성에 대한 감각으로 정의 내리고, 이 존재론적 감정
이 개인적 체험의 특징을 결정짓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에스
더가 두 남녀의 춤추는 장면을 바라보는 대목을 예로 들며, 존재론
적 감정이 개인과 세상 사이의 관계성뿐만 아니라 자신과 타인들
사이의 관계성까지도 포괄하는 것임을 드러내고자 하였다(Ratcliffe
180-181).
주인공은 비참여자인 관찰자로서 두 사람이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있다. 방에는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고 서술
은 주인공의 극심한 소외감을 전달해준다. 그녀는 물리적 의미
에서 방 ‘안’에 있지만 공유되는 사회적 상황 ‘안’에 있지는 않
다. 한 상황의 일부가 되지 못하는 이 분리의 느낌은 그녀의 느
낌 그 자체이면서 동시에 자신, 타인들, 그리고 비인격적 사물들
에 관한 모든 경험들을 조직하는, 소속감의 결핍이기도 하다.
The protagonist is a nonparticipant spectator, watching
two people dance. There are no others present in the room
and the narrative conveys her sense of utter estrangement.
She is 'in' the room in a physical sense but not 'i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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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d social situation. This feeling of detachment, of not
being part of a situation, is both a way in which she feels
and an absence of belonging that structures all experiences of
self, other people, and impersonal objects. (Ratcliffe 181)
에스더는 자신이 경험한 불쾌한 사건의 원인을 뉴욕이라는 도시
자체로 돌린다. 도린의 무분별함과 즉흥성은 뉴욕이라는 대도시의
특성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창밖으로 뉴욕의 야경을 바라보
며 뉴욕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뉴
욕이라는 기회의 도시는 늘 에스더에게 창밖에 반짝이는 별처럼 높
은 꿈이었지만 그 꿈을 이룬 지금은 그것의 실체를 알게 되고 실망
했기 때문이다.
침묵이 나를 우울하게 했다. 그것은 침묵의 침묵이 아니었
다. 그것은 나만의 침묵이었다.
나는 차들이 소음을 만들고 있고 차 안과 건물의 불 밝혀진
창문 뒤의 사람들이 소음을 만들고 있고 강물이 소음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지만 나에게는 하나도 들리지 않
았다. 도시가 반짝거리고 깜빡거리며 포스터처럼 납작하게 내
창에 걸려있었다. 그러나 이 도시가 내게 준 좋은 점에도 불구
하고, 그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 했다.
The silence depressed me. It wasn't the silence of
silence. It was my own silence.
I knew perfectly well the cars were making a noise, and
the people in them and behind the lit windows of the
buildings were making a noise, and the river was makin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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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se, but I couldn't hear a thing. The city hung in my
window, flat as a poster, glittering and blinking, but it might
just as well not have been there at all, for the good it did
me. (19)
마치 포스터처럼 걸린 채 반짝이는 뉴욕은 멀리서 바라보면 아름답
지만 그 안에는 부도덕이 숨겨져 있다. 이러한 뉴욕의 특성은 마치
도린의 특성과 같다. 겉으로는 아름답고 매혹적이지만 가까이서 경
험하면 실망하게 되는 도린의 인간성으로 인해 에스더는 혼란을 느
낀다. 또한 창밖의 휘황찬란함을 고요 속에 바라보고 있는 에스더의
모습은 그녀가 벨 자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현재 창밖을
바라보는 에스더의 상태는, 투명한 유리 너머로 바깥세상을 훤히 볼
수 있지만 진공 상태의 유리관 안에 갇혀 바깥의 소리를 들을 수도,
바깥의 일들에 참여할 수도 없는 것과 같다.
이처럼 심한 갈등 속에 있는 에스더는 마치 하나의 중대한 의식
을 거행하는 것처럼 목욕을 하면서 레니와 도린 등 자신이 만난 사
람들뿐만 아니라 뉴욕 자체의 부도덕한 가치관으로부터 자신을 분
리시키기 위해 애를 쓴다.
나는 내 자신에게 말했다. “도린이 녹아 없어진다. 레니 셰
펴드가 녹아 없어진다. 프랭키가 녹아 없어진다. 뉴욕이 녹아 없
어진다. 그들 모두가 녹아 없어지고 그들 중 무엇도 더 이상 문
제 되지 않는다. 나는 그들을 모르고 나는 결코 그들을 안 적이
없고 나는 매우 순수하다. 그 모든 술과 내가 본 그 모든 끈적
거리는 키스들과 돌아오는 길에 내 피부에 묻은 먼지가 이제 순
수하게 바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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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깨끗하고 뜨거운 물 속에 오래 누워 있을수록 나는 더
순수해짐을 느꼈고, 내가 마침내 밖으로 나와 크고 부드럽고 하
얀 호텔 목욕 타월에 몸을 감쌌을 때 나는 마치 신생아처럼 순
수하고 사랑스러워짐을 느꼈다.
I said to myself: "Doreen is dissolving, Lenny Shepherd
is dissolving, Frankie is dissolving, New York is dissolving,
thy are all dissolving away and none of them matter any
more. I don't know them, I have never known them and I
am very pure. All that liquor and those sticky kisses I saw
and the dirt that settled on my skin on the way back is
turning into something pure."
The longer I lay there in the clear hot water the purer I
felt, and when I stepped out at last and wrapped myself in
one of the big, soft white hotel bath towels I felt pure and
sweet as a new baby. (20)
그녀는 도린, 레닌, 프랭키뿐만 아니라 뉴욕까지도 물 속에 녹아 없
어지도록 주문을 걸고 있다. 그녀는 목욕이라는 행위를 통해 본인이
뉴욕에서 목도한 부정한 행위들을 씻어내고 뉴욕의 부도덕한 사람
들과의 관계를 단절할 것을 다짐한다. 그리고 자신은 그들과 달리
도덕적으로 완전히 깨끗한 신생아로 재탄생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
욕 의식은 에스더의 순수함과 고결함에 대한 집착을 잘 보여준다.
그녀는 도덕적인 엄격함을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도 적용
하고 그것에 부합되지 않는 인물들과의 교류를 거부한다. 이러한 목
욕 의식은 그녀가 뉴욕을 떠나기 전날 밤 창밖으로 자신의 옷을 던
- 63 -

지는 것과 유사한 ‘정화’의 의미를 갖지만, 목욕 의식이 더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에스더는 목욕의 의식을 통해서는 순수한 신생아로
재탄생하는 것을 꿈꾸지만, 옷을 창밖으로 던지는 의식에서는 죽음
에 대한 욕망을 드러낸다. 이것은 그녀 스스로가 이 의식을 “장례
식”(111)으로, 자신이 던진 옷들을 “연인의 유해”(111)로 인식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목욕 의식을 할 당시에는 도린으로부터 받은 충
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아를 재건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지만,
뉴욕에서 한 달을 모두 보내고 난 다음에는 회복되기 어려운 상처
를 받아 자신의 옷을 “휴전기”처럼 흔들고 항복을 선언한다.
에스더가 도린을 완전히 버렸다는 것은 도린이 술에 취해 정신
을 잃은 채 뒤늦게 호텔로 돌아왔을 때 에스더가 그녀를 복도에 내
버려두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 그녀는 만약 자신이 도린을 부축해
자신의 방으로 들인다면 “다시는 그녀를 제거하지 못할 것이다”(22)
라고 생각하고 도린과의 정신적 단절을 결심한다.
나는 그날 밤 도린에 대해 결심했다. 나는 그녀를 볼 것이고
그녀가 말하는 것을 들을 것이나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나는
그녀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을 것이다. 마음 속 깊은 곳으로부터
나는 벳시와 그녀의 순수한 친구들에게 충실할 것이다. 내가 마
음속부터 닮은 것은 벳시였다.
I made a decision about Doreen that night. I decided I
would watch her and listen to what she said, but deep down
I would have nothing at all to do with her. Deep down, I
would be loyal to Betsy and her innocent friends. It was
Betsy I resembled at heart.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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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처음 만난 남자와 쉽게 가까워지고 동행한 친구에게는 관심
을 두지 않는 도린을 버리고 캔자스의 농촌 출신이자 농부의 아내
가 되는 것이 꿈인 소박한 벳시와 정체성을 같이 할 것을 다짐한다.
그동안 별로 친밀하지 않았던 벳시와 친해질 것임을 갑작스레 다짐
하는 에스더의 결심은 벳시에 대한 호감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도
린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다.
그러나 평소 벳시의 시골스러움에 대해서는 조소를, 도린의 세
련됨에 대해서는 동경을 간직하던 에스더는 이후에도 도린과의 관
계를 끊지 못한다. 도린은 자신들이 참석하기로 되어 있는 모피 쇼
에 가는 것 대신에 레니와 함께 놀러갈 것을 에스더에게 제안하지
만 모피쇼에 가는 것과 도린과 동행하는 것 중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고 숙소에 머무른다. 그리고 두 가지 중 어느 것도 선택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한다.
도린이 떠난 뒤에, 나는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왜 더 이상 할
수 없는지 궁금했다. 이것이 나를 슬프고 지치게 만들었다. 그리
고 나는 왜, 도린이 그러하듯,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할 수
없는지 궁금했다. 이것은 나를 더 슬프고 더 지치게 만들었다.
After Doreen left, I wondered why I couldn't go the
whole way doing what I should any more. This made me
sad and tired. Then I wondered why I couldn't go the whole
way doing what I shouldn't, the way Doreen did, and this
made me even sadder and more tired.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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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더는 사실 두 가지 중 어느 것도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평소대
로라면 모피쇼에 가는 것은 자신의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하
지 않더라도 모피쇼에 갔을 것이다. 그러나 규율을 깨뜨리는데 거리
낌이 없고 늘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도린의 모습에서 에스
더는 가치관의 혼란을 느낀다. 결과적으로 에스더는 둘 중 어느 것
도 선택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에스더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자기 자신을 자책함과 동시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대범하게 하는
도린처럼 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자책한다. 그녀는 일탈을 선택한
도린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동경한다. 이처럼 에스더는 도
린을 자신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고자 하면서도 여전히 그녀의
대담성을 부러워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린에게 완전히 동화될 만
큼 그녀의 가치관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에스더
는 도린에게 가까이 가지도 그녀로부터 멀어지지도 못한 채 혼란을
느낀다. 에스더는 자신감, 대담함, 과감함 등 도린이 가진 긍정적 특
성을 닮고 싶어 하지만 이런 특성들과 함께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
다니는 그녀의 쾌락 추구, 부주의함, 즉흥성과 같은 부정적 특성들
은 자신이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이다. 다시 말하면, 도린은 에스더가
가진 도덕적 기준에 어긋나는 인물이기 때문에 에스더는 도린이 가
진 일부 매력적인 특성들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자신의 친구로 받아
들이지 못한다.
에스더가 여전히 도린에 대해 동경을 간직하는 것은, 버스 안에
서 밍크로 바느질을 하는 힐다의 우스꽝스런 행동에 대해 “놀랍
다”(29)는 말밖에 하지 못하는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만약 도린이라
면 더 멋진 말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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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도린이 그리웠다. 그녀는 힐다의 경이로운 모피 작품에 대
해 멋지고 따끔한 발언을 내뱉어 나를 힘나게 했을 것이다.
I missed Doreen. She would have murmured some fine,
scalding remark about Hilda's miraculous furpiece to cheer
me up. (29)
이처럼 에스더는 직설적이고 표현에 거리낌이 없는 도린의 특성을
닮고 싶은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에스더는 도린에 대해
경멸과 동경을 동시에 가지므로 도린은 늘 에스더에게 “내 골칫거리
들 중 하나”(4)가 될 수밖에 없다.
에스더는 힐다와도 전혀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한다. 힐다는
늘 특이한 모양의 모자를 직접 제작해 매일 바꿔 쓸 만큼 패션에
민감한 인물이다. 에스더는 “그녀가 글을 읽을 수 있는지 알 수 없
었다”(28)라고 말할 만큼 지적 수준은 떨어지고 패션에만 치중하는
힐다를 경멸한다. 에스더는 힐다에게 “로젠버그 부부의 일은 끔찍하
지 않나요?”(100)라고 물으며 그들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동정을
구하지만, 힐다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 있다는 것이 끔찍한 일이
며,”(100) “그들이 죽게 되어 정말 기쁘다”(100)라고 말하는 비정함
을 보인다. 에스더는 이러한 힐다의 목소리를 “악령”(100)과 같다고
생각하며 그녀의 잔인함과 무신경함에 대한 혐오를 표현한다. 이것
은 매카시즘을 바탕으로 하는 획일주의에 대한 에스더의 저항을 드
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에스더는 로젠버그 부부에 대한 동정심을 가
지고 있고 무의식적으로 자신과 그들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힐다와는 전혀 가까워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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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더가 잡지사의 사람들 중에 가장 호감을 갖는 대상은 편집
장인 제이 씨이다.
제이 씨는 내 상사였고, 도린의 말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녀를
많이 좋아했다. 그녀는 가짜 속눈썹에 휘황찬란한 보석을 두
른, 패션 잡지계의 호들갑스런 인물들 중 하나가 아니었다. 제
이 씨는 두뇌가 있었고 그래서 그녀의 지독히 못생긴 외모도
문제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두 세 개 언어의 독해
가 가능했고 업계의 모든 우수한 작가들을 알고 있었다.
Jay Cee was my boss, and I liked her a lot, in spite of
what Doreen said. She wasn't one of the fashion magazine
gushers with fake eyelashes and giddy jewelry. Jay Cee
had brains, so her plug-ugly looks didn't seem to matter.
She read a couple of languages and knew all the quality
writers in the business. (5-6)
제이 씨는 에스더에게, 오로지 겉치장에만 관심을 두는 잡지사의 다
른 사람들과 달리 지적이고 사려 깊은 인물로 여겨진다. 제이 씨는
뉴욕에서 유일하게 에스더에게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묻고 조언을
해주기도 한다. 그녀는 에스더에게 “사악한 도시가 너를 우울하게
만들도록 두지 마”(39)라고 말하며 뉴욕이라는 도시의 특성이 에스
더의 우울을 유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꿰뚫어보고 있을 만큼 현명하
다. 그러나 동시에 제이 씨는 에스더에게 현실을 일깨워주는 인물이
기도 하다. 제이 씨가 에스더에게 졸업 후 진로에 대해 물었을 때
에스더는 잘 모르겠다고 답을 하고 그러자 제이 씨는 에스더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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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식으로는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해”(32)라고 말하고 편집장이
되기 위해 뉴욕으로 몰려드는 수많은 여학생들과 경쟁하려면 여러
개의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 말에 상처를
입은 에스더는 그녀가 자신에게 “끔찍한 것을 말했다”(31)라고 생각
한다. “그런 식으로는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해”라는 제이 씨의 말은
훗날 에스더에게 반복적으로 상기되며 그녀의 자기비하와 자책을
북돋는다. 에스더가 자살을 시도할 때도 이 말은 불쑥 그녀의 머릿
속에 떠오른다. 늘 좋은 성적을 유지하며 칭찬만을 들어왔던 에스더
는 자신의 약점을 지적하는 제이 씨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
이다. 에스더는 자신이 제이 씨에 의해 “가면이 벗겨졌다”고 생각한
다.
나는 기분이 정말 쳐졌다. 나는 그날 아침에야 제이 씨에
의해 가면이 벗겨졌고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내가 가졌던 모든
불편한 의혹들이 현실화되었다고 느꼈고 나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었다. 19년 동안 받은 좋은 성적과 상과 장학금 이
후, 나는 느슨해지고 있었고 느려지고 있었고 경주에서 완전
히 이탈하고 있었다.
I felt very low. I had been unmasked only that morning
by Jay Cee herself and I felt now that all the
uncomfortable suspicions I had about myself were coming
true, and I couldn't hide the truth much longer. After
nineteen years of running after good marks and prizes and
grants of one sort and another, I was letting up, slowing
down, dropping clean out of the race.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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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더는 제이 씨의 말을 확대해석하여 자신의 처지를 비관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녀는 제이 씨의 말을 바탕으로, 뉴욕에 와서 적응
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패배자로 취급하고 자신의 실패가 제이
씨의 말을 통해 확실히 증명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자신이 대학
에서 이룬 성취들을 떠올리며 뉴욕에서는 남들보다 우월함을 보인
적이 없는 자신의 처지를 견딜 수 없어한다. 그녀는 “나는 지금 지
적인 패션 잡지 최고의 편집장 하의 견습생인데 나는 우둔한 짐마
차 말처럼 멈칫거리는 것 외에 무엇을 했는가?”(32)라고 생각하며
자책하기도 한다. 이것으로 보아 에스더는 자신에 대한 이상과 기대
가 높은 반면, 타인의 비판이나 부정적 태도에 대해서는 매우 취약
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그녀는 타인의 지적을 받아들여 자신을 발
전적으로 개조시키기보다는 자기비하에 빠지기 쉬운 인물형이다. 이
로써 제이 씨의 말 한 마디는 에스더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고
에스더가 제이 씨에 대해 가졌던 호감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녀 역
시 뉴욕의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에스더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한 사람이 된다.

2.2.4 콘스탄틴과의 관계
에스더는 버디가 순결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 그와 대
등해지기 위해서는 자신도 다른 누군가와 육체적 관계를 맺어야 한
다는 생각에 사로잡힌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대상으로, 윌러드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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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인 윌러드 부인이 소개해준 독일인 동시통역사 콘스탄틴을 생
각하게 된다. 콘스탄틴은 에스더에게 ‘모든 면에서 완벽한 이상적
남성상’이다. 그녀는 콘스탄틴의 지적 능력과 외모에 감탄하며 그를
자신이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남자”(83)로 평가한다. 또한 에스더
는 콘스탄틴이 자신이 만난 미국 남자들 중 누구도 가지지 못한 직
관의 소유자라고 생각하며 그가 “모든 면에서 성숙하고 사려 깊
다”(80)라고 여긴다. 실제로 작품 속에서 에스더가 만나는 많은 남
성들 가운데 콘스탄틴만이 분별력 있는 성인 남자로 그려진다. 에스
더에게 콘스탄틴은 아버지의 형상을 하고 있다. 에스더의 아버지가
프로이센 출신으로 독일어를 구사했다는 사실(33)과 콘스탄틴이 독
일인이라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 에스더는 자신이 늘 그리워하
는 아버지의 모습을 콘스탄틴에게서 찾아내며, 존재하지 않는 아버
지에 대한 애정을 눈앞에 존재하는 콘스탄틴에게 투사한다.
. . . 우리가 태양 아래 나란히 앉아 거리를 달릴 때 그는 내
손을 가져다 꽉 쥐었고 나는 내가 9살 무렵, 아버지가 돌아가
시기 전 여름에 아버지와 함께 뜨겁고 하얀 해변을 따라 달리
던 때 이후의 어느 순간보다 더 행복했다.
. . . when we were sitting there side by side flying down
the streets in the open sun he took my hand and squeezed
it, and I felt happier than I had been since I was about
nine and running along the hot white beaches with my
father the summer before he died. (74-75)
콘스탄틴과 손을 잡은 채 오픈카를 타고 도로를 달리고 있는 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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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아버지와 함께 해변을 달리던 때를 떠올리고 그때와 같은 행
복감을 느낀다. 에스더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그러나 실제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녀의 아버지는 콘스탄틴이라는 실체적 인물
로 구현된다. 콘스탄틴과의 행복한 시간은 그녀에게 어린시절의 행
복함을 환기시키고 그녀는 아버지의 죽음 이후 처음으로 행복을 느
낀다.
또한 콘스탄틴이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빗질해주는 것 역시 그
녀의 어린시절 기억을 불러일으킨다.
그는 대답 없이 손을 뻗어 내 머리카락의 뿌리에 손을 대고
마치 빗처럼 손가락을 머리카락의 끝까지 훑어 내렸다. 작은 전
기적 충격이 나에게 치솟았고 나는 잠자코 앉아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누군가가 내 머리카락을 빗어주는 느낌을 좋아했
다. 그것은 나를 졸리고 평화롭게 만들어 주었다.
He didn't answer but reached over and put his hand at
the root of my hair and ran his fingers out slowly to the tip
ends like a comb. A little electric shock flared through me
and I sat quite still. Ever since I was small I loved feeling
somebody comb my hair. It made me go all sleepy and
peaceful. (86)
콘스탄틴은 머리를 빗겨주는 행위를 통해 에스더에게 과거의 추억
을 상기시키는 인물이며 그때 느꼈던 졸음과 평화를 다시 체험할
수 있게 해준다. 어린 시절의 긍정적 감정을 환기시키는 콘스탄틴은
에스더에게 어린 시절 아버지의 환영과 같다. 에스더가 잠들어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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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콘스탄틴의 팔을 들어올리며 “죽은 남자의 팔처럼 무겁지만 잠
들어 따뜻하다”(84)라고 느끼는 것은 그녀가 콘스탄틴에게서 죽은
아버지의 모습을 찾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또한 그녀가 잠든 콘스
탄틴의 얼굴에 대해 “마치 안개 위에 그려진 것처럼 비현실적”(84)
이라고 생각하는 것 역시 그녀가 콘스탄틴의 얼굴을 자신이 또렷하
게 기억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얼굴로 환치시키고 있음을 드러낸다.
그러나 에스더가 콘스탄틴에게서 바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
가 자신을 유혹하는 것이다. 그녀는 “나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뉴
욕에서 동시통역사에 의해 유혹을 받는다는 생각이 마음에 들었
다”(80)라고 말한다. 이것은 자신이 콘스탄틴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의 결점을 발견하게 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이 버
디에 대해 느꼈던 실망감을 콘스탄틴에게서 다시 느끼는 것을 원하
지 않는다. 따라서 그녀는 그가 진심으로 자신을 좋아하는 것은 바
라지 않는다.
그가 나를 좋아하게 되자마자 그도 평범함 속으로 가라앉아
버릴 것인지, 그리고 그가 나를 사랑하게 되자마자, 마치 버디
윌러드와 그 이전의 남자들에게 내가 그러했듯이, 결점을 하나
하나 발견하게 될지 궁금해졌다.
And then I wondered if as soon as he came to like me
he would sink into ordinariness, and if as soon as he came
to love me I would find fault after fault, the way I did with
Buddy Willard and the boys before him. (83)
뿐만 아니라 그녀는 콘스탄틴과의 결혼생활을 상상해보기도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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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상상 속에서 그녀 자신은 가사노동에 지친 주부의 모습을 하고
있다. 따라서 그녀는 콘스탄틴을 좋아하게 되거나 그와 결혼하게 될
경우 그의 실체를 알게 됨으로써 자신의 마음속에 이상화된 아버지
상이 손상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콘스탄틴과의 진심 어린 교
제는 거부한다. 이것은 사랑에 대한 그녀의 방어적이고 회의적인 태
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엘렉트라 콤플렉스
가 극대화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녀는 콘스탄틴과의 성적 결합을
통해 아버지와 재회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쟁취하고자 한다.
그러나 에스더에 대한 콘스탄틴의 감정은 모호하다. “그의 눈은
사랑으로 가득하지만”(85) 에스더에 대한 그의 감정은 명확하지 않
으며 그가 자신을 유혹하기를 바라는 에스더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콘스탄틴을 더욱 더 ‘아버지의 형상’으로 만든다. 아
버지에 대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듯 콘스탄틴에 대한 사랑 역시
좌절된다. 콘스탄틴은 에스더의 머리를 빗질해준 다음 곧 에스더를
떠나버리며 이후로 콘스탄틴은 작품 속에 다시 등장하지 않는다. 짧
은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고 갑작스럽게 떠나버리는 것 역시 그를
에스더의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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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호밀밭의 파수꾼』
1. 죽음의 이미지
샌포드 핀스커(Sanford Pinsker)는 『호밀밭의 파수꾼』을 “죽
음에 사로잡힌 소설”이라고 칭하면서 주인공 홀든이 죽음에 대한 강
박관념에 시달린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샐린저가 의도적으로 죽음의
이미지들을 작품 곳곳에 배치함으로써 이를 드러낸다고 주장하였다.
가령, 홀든이 역사 과목의 시험에서 이집트의 미라 풍습에 대해 글
을 쓰는 것이라든가, 홀든이 사는 기숙사가 장례 사업으로 돈을 많
이 번 졸업생의 기부로 지어졌다는 사실 등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
들은 모두 홀든으로 하여금 죽음에 대해 골몰하도록 만드는 장치이
다. 예를 들어 홀든은 그 졸업생이 시체들을 자루에 담아 강에 버리
고 예수에게 더 많은 시체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상상한다
(Pinsker 29-37).
많은 죽음의 이미지들 가운데 죽은 앨리의 이미지는 홀든에게
자꾸 떠오르며 그를 불안하게 만든다. 홀든은 앨리의 죽음 이후로
그의 죽음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한다. 스트래들래이터가 작문 숙제
를 부탁했을 때조차 홀든이 앨리의 야구 글러브에 대해 쓰고 이로
인해 스트래들래이터가 크게 화를 내는 사건은 홀든의 망상이 엉뚱
하고 부적절한 것임을 보여준다. 또한 홀든은 앨리가 살아 있을 때
자신이 잘해주지 못한 것을 반복적으로 상기하며 일종의 죄책감을
갖는다. 예를 들어 자신이 친구와 놀러가기로 했을 때 앨리를 데려
가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대해 안타까워한
다. 그래서 그는 자주 그때의 상황을 떠올리며 죽은 앨리에게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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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걸어 그 친구의 집 앞으로 오라는 말을 중얼거린다. 홀든이 앨리
에게 대화를 거는 것은 이러한 경우뿐만이 아니다. 홀든은 자신도
언제든 앨리처럼 죽을 수 있다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홀든
은 길을 걷다가 갑자기 자신이 사라져버릴 것 같은 공포를 느끼며
앨리에게 자신을 살려달라고 애원한다.
내가 블록의 끝에 이르러 연석 아래로 내려올 때마다 나는 내가
결코 길 건너로 갈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나는 내가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서 아무도 다시는 나를 볼 수 없을 것
같았다. 정말 무서웠다. 여러분은 상상할 수도 없다. 나는 엄청
나게 땀을 흘리기 시작했다―나의 온 셔츠와 속옷과 모든 것에
서. 그리고 나는 다른 무언가를 하기 시작했다. 블록의 끝에 이
를 때마다 나는 동생 앨리와 대화하는 척 했다. 나는 그에게
“앨리, 내가 사라지지 않게 해줘. 앨리, 내가 사라지지 않게 해
줘. 앨리, 내가 사라지지 않게 해줘. 제발, 앨리.”라고 말했다. 그
리고 내가 사라지지 않고 길의 반대편에 이르면 나는 그에게 감
사를 표했다. 그리고 내가 다음 모퉁이에 이르면 같은 일이 또
다시 일어났다. 하지만 나는 계속해서 갔다. 나는 멈추기가 두려
웠던 것 같다―사실 기억은 안 나지만. 나는 동물원을 지나 60
번가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벤치에 앉았다.
나는 호흡을 가다듬을 수가 없었고 나는 여전히 엄청나게 땀을
흘리고 있었다.
Every time I came to the end of a block and stepped off the
goddam curb, I had this feeling that I'd never get to the
other side of the street. I thought I'd just go down, down,
down, and nobody'd ever see me again. Boy, did it scare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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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can't imagine. I started sweating like a bastard―my
whole shirt and underwear and everything. Then I started
doing something else. Every time I'd get to the end of a
block I'd make believe I was talking to my brother Allie. I'd
say to him, "Allie, don't let me disappear. Allie, don't let me
disappear. Allie, don't let me disappear. Please, Allie." And
then when I'd reach the other side of the street without
disappearing, I'd thank him. Then it would start all over
again as soon as I got to the next corner. But I kept going
and all. I was sort of afraid to stop, I think―I don't
remember, to tell you the truth. I know I didn't stop till I
was way up in the Sixties, past the zoo and all. Then I sat
down on this bench. I could hardly get my breath, and I was
still sweating like a bastard. (197-198)
홀든은 자신이 보도의 연석 아래로 내려오면 한없이 아래로 꺼져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연석 아래로 발을 내
딛는 것조차 두려워할 정도로 마음이 심약한 상태에 있으며 땀으로
옷을 적실 정도로 심한 공포를 느낀다. 그는 블록의 끝에 다다를 때
마다 앨리에게 “내가 사라지지 않게 해줘”라고 말하며 자신을 살려
달라고 애원한다. 그는 자신이 사라지지 않은 것을 알고 앨리에게
감사한 다음, 또 계속해서 걸어가다가 블록의 끝에 이르면 다시 앨
리에게 도움을 호소하는 패턴을 반복적으로 경험한다. 그는 몹시 두
려워하면서도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걸음을 멈추지 못한 채 긴 거
리를 계속해서 걸어간다. 이 모든 홀든의 비정상적 심리상태는 그가
앨리의 혼령에 ‘홀려 있음’(haunted)을 보여준다. 앨리는 홀든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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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적으로 조종하고 있으며 홀든의 생사를 결정짓는 인물이다. 홀든
은 어린 나이에 동생의 죽음을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아 동생에게
잘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함께 동생이 자신 역시 죽음으로 데려
갈 것이라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
질병의 이미지 역시 빈번하게 출현한다. 홀든은 자신이 병에 걸
려 죽을 것이라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다. 그는 기차에서 만난 동료
학생의 어머니에게 자신이 머리에 종양이 있어서 수술을 받으러 가
는 길이라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잡지에서 암의 증상들을 우연히
보고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믿음을 갖기도 한다. 또한 센트럴 파크
에서 추위에 떨며 자신이 폐렴에 걸려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
신의 장례식을 상상한다. 그런데 그의 상상 속에 그의 장례식은 앨
리의 장례식과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는 앨리의 장례식 때
본인이 경험한 것들―어머니의 충격, 친척들의 방문 등―이 자신의
죽음 이후에 재현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처럼 그는 앨리의 죽음이
곧 자신의 죽음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강박을 가지고 있다.
총상의 이미지도 등장하는데, 그는 자신이 배에 총을 맞았다는
환상에 사로잡힌다. 총상은 그가 인간관계 속에서 받게 되는 정신적
외상을 나타낸다. 그는 모리스가 자신에게 총을 쏘았다고 상상을 하
고 자신 역시 모리스에게 총을 쏘는 상상을 한다. 이것은 작품 속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타인에 대한 그의 가해 욕구이다. 그 정도로 홀
든이 모리스에게서 느낀 배신이 컸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는 루스
가 자신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떠나버렸을 때 다시 한 번 자신이 총
을 맞았다고 상상한다.
내가 정말 술에 취했을 때 나는 배에 총알을 맞은 척 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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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같은 짓을 다시 시작했다. 나는 그 술집에서 배에 총알을
맞은 유일한 남자였다. 나는 피가 사방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재킷 아래 배 위에 손을 얹고 있었다. 나는 내가 부상을
입었다는 것을 누구도 아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부
상을 입은 놈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When I was really drunk, I started that stupid business with
the bullet in my guts again. I was the only guy at the bar
with a bullet in their guts. I kept putting my hand under my
jacket, on my stomach and all, to keep the blood from
dripping all over the place. I didn't want anybody to know I
was even wounded. I was concealing the fact that I was a
wounded sonuvabitch. (150)
여기서 그는 자신의 상상 속에 흐르는 피를 막기 위해 배에 손을
얹고 있다. 그는 루스가 떠나버린 뒤 홀로 술집에 앉아 있으며 매우
외로운 상태에 있다. 그는 배에 손을 올린채로 제인에게 전화를 걸
고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제인의 질문에 “아무도 없어. 나, 나, 나밖
에는”(Nobody. Me, myself and I, 151)라고 답하며 극도의 외로움을
표현한다.
홀든은 투신자살에 대한 강박도 가지고 있다. 홀든은 창녀 써니
와 호텔 직원 모리스로부터 돈을 강탈당하는 사건을 겪은 이후 자
살하고 싶은 심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난 정말 자살하고 싶었다. 난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고 싶었다.
만약 내가 떨어지자마자 누군가가 나를 덮어줄 것이라는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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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있었더라면 아마 그렇게 했을 것이다. 나는 내가 피투성이
가 되었을 때 수많은 멍청이들이 목을 뺀 채 나를 보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What I really felt like, though, was committing suicide. I
felt like jumping out of the window. I probably would've
done it, too, if I'd been sure sombody'd cover me up as
soon as I landed. I didn't want a bunch of stupid
rubbernecks looking at me when I was all gory. (104)
그가 만약 창문에서 뛰어내린다면 사람들이 목을 빼고 쳐다볼 것이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가 제임스 캐슬이라는 학생이 기숙사 방에서
투신자살하는 것을 목격한 것에서 기인한다. 제임스 캐슬은 친구들
과의 다툼 끝에 그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창밖으로 뛰어내린다. 홀든
은 제임스 캐슬의 투신자살이 똑같은 형태로 자신을 통해 재현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는 제임스 캐슬의 경우와 마찬가
지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자신의 죽음을 목격할 것이라고 생각
한다. 이것은 그가 앨리의 장례식을 경험한 이후 그것과 유사한 형
태로 자신의 장례식이 치러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
다. 홀든이 제임스 캐슬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에 대해, 핀스커는
제임스 캐슬이 샐린저가 일부러 설정해둔 홀든의 도플갱어라고 말
한다. 출석부에서 캐슬이라는 이름이 콜필드라는 이름 바로 앞에 있
다는 사실과, 제임스 캐슬이 자살할 당시 홀든이 빌려준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Pinsker 75). 뿐만 아니라 제
임스 캐슬이 죽은 이유를 살펴보면 그는 더욱더 홀든과 유사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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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임스 캐슬이 한 동료를 “자만심으로
가득한 놈”(170)이라고 부르자 그 동료와 그의 친구들은 그의 방으
로 찾아가 그 말을 취소하라고 협박한다. 그러나 제임스 캐슬은 끝
까지 자신의 말을 취소하지 않고 그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창밖으로
뛰어내린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외부의 압력에도 불구하
고 굽히지 않는 제임스 캐슬은 “고결과 진실에 대한 상징이고 그러
한 원칙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치르는 대가를 예시적으로 보여준다.
제임스 캐슬의 죽음은 진실을 가지고 거짓됨에 맞서는 것의 대가를
가르쳐주는 교훈이다”(Miltner 42-43). 다시 말하면, 자신만의 도덕
규범에 어긋나는 것은 거짓되다고 규정하고 주변의 설득에도 자신
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홀든의 모습을 제임스 캐슬이 잘 보여주고
있고 그와 같은 도덕적 무결함의 추구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
져올 수 있는지 제임스 캐슬의 죽음을 통해 잘 드러난다.
홀든이 센트럴파크의 오리들의 안위에 대해 걱정하는 것 역시
죽음에 대한 공포와 관련이 있다. 홀든은 추운 겨울이 되어 호수가
얼면 오리들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감추지 못한다. 그는
택시기사들에게 이에 대해 묻지만 어리석은 질문으로 취급당하고
제대로 된 답을 얻지 못한다. 여기서 오리들은 곧 홀든 자신이다.
홀든은 동사할 위기에 처한 오리들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함으로써
본인의 죽음에 대한 염려를 은연중에 드러낸다. 그리고 오리에 대한
그의 질문이 번번이 무시당하는 것은 홀든에 대한 타인들의 무관심
을 나타낸다. 결국 홀든은 오리들을 직접 보기 위해 센트럴파크의
호수를 찾아가지만 반쯤은 얼고 반쯤은 얼지 않은 호수에 오리가
한 마리도 없는 것을 보게 된다. 이로써 홀든은 오리들의 안위를 확
인하지 못하게 되고 그는 곧 자신이 폐렴에 걸려 죽을 것이라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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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하기 시작한다. 홀든은 오리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기에 오
리들의 안전이 확실하지 않다는 사실은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기 때문이다.

- 82 -

2. 소외의 원인
2.1 사회적 원인
2.1.1 물질주의

홀든은 물질의 획득과 물질의 소비에 가장 큰 가치를 두는 현대
인들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한다. 예를 들어 그는 수시로 새 차를
사는 데 중독이 되어 있는 현대인들을 비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차에 완전히 미쳤어. 차가 조금이라도
긁힐까 봐 걱정하지. 그리고 하는 얘기라고는 언제나 고작 1갤
런에 몇 마일을 달릴 수 있는가 하는 거야. 새 차를 구입하면
곧장 다시 그걸 더 새것으로 바꿀 일이나 생각하지. 나는 낡은
차도 싫어. 흥미가 안 생겨. 차라리 나는 말을 갖겠어. 말은 최
소한 인간적이잖아. 말이 있으면 최소한―”
“Take most people, they're crazy about cars. They worry if
they get a little scratch on them, and they're always talking
about how many miles they get to a gallon, and if they get
a brand-new car already they start thinking about trading it
in for one that's even newer. I don't even like old cars. I
mean they don't even interest me. I'd rather have a goddam
horse. A horse is at least human, for God's sake. A horse
you can at least―” (130-131)
홀든은 자동차가 하나의 교통수단으로서보다는 애지중지한 재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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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취급되고 있으면서 동시에 부를 과시하는 도구가 되고 있는
현실에 불만을 표시한다. 홀든은 새 차에 만족하지 못하고 얼마 지
나지 않아 또 다른 새 차를 구입하는 현대인들의 물욕을 비판하고
자신은 새 차뿐만 아니라 낡은 차도 싫으며 차라리 말을 갖겠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그의 말에는 과거로 회귀하고 싶어 하는 그의 바
람이 담겨있다. 그는 갑작스런 물질적인 성장에 당황하고 잃어버린
전통을 그리워하는 미국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뿐만 아니
라 그는 고등학교에서조차 학생들이 오직 미래에 고급 승용차를 살
수 있을 정도로 재력을 쌓을 목적으로 공부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하는 일이라곤 장차 캐딜락을 살 수 있을 만큼 똑똑해지도록 공부
하는 것뿐이다”(131)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처럼 그는 학교의 목적
이 학문탐구보다는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성공을 쌓는 것으로 변질
되었음을 비판한다.
따라서 물질주의가 극대화된 대도시 뉴욕은 홀든에게 혐오의 장
소가 된다. “뉴욕에서는 돈이면 다 된다”(69)라는 그의 말은 뉴욕의
물질주의적 면모를 잘 드러낸다. 또한 그는 택시와 버스가 만들어내
는 번잡함과 소음, 거만한 문화 비평가들, 엘리베이터와 같은 문명
의 이기, 화려한 옷가게 등에 대한 염증을 표현한다.
“. . . . 나는 뉴욕에서 사는 것이 싫어. 택시들과 매디슨 거
리의 버스들, 뒷문으로 내리라고 항상 고함지르는 기사들, 런츠
부부를 천사라고 부르는 거짓된 사람들을 소개받는 것11), 밖으
11) 홀든은 샐리와 함께 연극을 보러갔다가 우연히 샐리의 지인인 아이비리그 남자를 만나
고, 샐리가 그에게 연극에 대한 소감을 묻자 그 남자는 연극 자체는 걸작이 아니지만 런
츠는 “절대적인 천사”라고 말한다. 런츠 부부는 Alfred Lunt와 Lynn Fontanne를 말한
다. 사람들이 특정 유명인에게 열광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그의 비순응적 특성을
드러낸다. 이것은 앞으로 다뤄질 피아노 연주자에 대한 비판과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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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가고 싶을 때 엘리베이터로 오르고 내리는 것, 브룩스에서
바지를 맞춰주는 남자들, 그리고 사람들은 항상―”
“. . . . I hate living in New York and all. Texicabs, and
Madison Avenue buses, with the drivers and all always
yelling at you to get out at the rear door, and being
introduced to phony guys that call the Lunts angels, and
going up and down in elevators when you just want to go
outside, and guys fitting your pants all the time at Brooks,
and people always―” (130)
다른 사람들에게는 편리하게 여겨지는 대중교통과 엘리베이터조차
홀든에게는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대도시 생활을
혐오하는 홀든은 늘 시골생활에 대한 이상을 가지고 있다. 홀든은
자신 스스로 “나는 평생을 뉴욕에서 살아왔다”(154)라고 말하는데,
그런 그에게 대도시가 아닌 한적하고 평화로운 장소들은 이상적인
휴식의 장소가 된다. 그는 늘 어디론가 떠나버릴 마음의 준비를 하
고 있는데 예를 들어 그는 자신을 혼낼 아버지를 피해 콜로라도의
목장에서 생활하고자 한다(166). 또한 그는 샐리에게 자신과 함께
매사추세츠 또는 버몬트로 가서 소박한 시골생활을 할 것을 제안하
기도 한다.
“. . . 우리는 돈이 떨어질 때까지 오두막 같은 데에 머물 거야.
그리고 돈이 떨어지면 나는 어디선가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그
러면 우리는 개울을 끼고 있는 어딘가에 살 수 있어. 나중에는
결혼도 할 수 있어. 나는 겨울에는 우리가 쓸 장작을 팰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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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이지 우리는 멋진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어때? 어서! 어때?
나랑 함께 할래? 제발!”
". . . . We'll stay in these cabin camps and stuff like that till
the dough runs out. Then, when the dough runs out, I could
get a job somewhere and we could live somewhere with a
brook and all and, later on, we could get married or
something. I could chop all our own wood in the wintertime
and all. Honest to God, we could have a terrific time!
Wuddaya say? C'mon! Wuddaya say? Will you do it with
me? Please!" (132)
홀든은 “오두막”이나 “개울” 근처에 살며 장작을 패는 자연친화적인
삶을 꿈꾼다. 그러나 어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샐리는 자신들은
아직 나이가 어리며 만약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굶어죽을 것이고
대학을 간 이후에 얼마든지 좋은 곳에 여행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
한다. 그러나 홀든은 대학을 간 이후로는 너무나도 바쁜 현대인의
삶이 이어질 것이기에 막상 여행을 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반박한다.
“. . . . 우리는 여행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야
하겠지. 우리는 모두에게 전화해서 작별인사를 하고 호텔에서
그들에게 엽서를 보내야 하겠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무실에
서 일하고 있겠지. 돈을 많이 벌고 택시들과 매디슨 가의 버
스들을 타고 출근하고 신문을 읽고 항상 브리지게임을 하고
영화관에 가서 한심한 단편영화들과 예고편들과 뉴스 영화들
을 보겠지. . . .”
- 86 -

“. . . . We'd have to go downstairs in elevators with
suitcases and stuff. We'd have to phone up everybody and
tell 'em good-by and send 'em postcards from hotels and
all. And I'd be working in some office, making a lot of
dough, and riding to work in cabs and Madison Avenue
buses, and reading newspapers, and playing bridge all the
time, and going to the movies and seeing a lot of stupid
shorts and coming attractions and newsreels. . . .” (133)
그는 성인이 되었을 때의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다른 그 누구
와도 마찬가지로 규격화되고 획일화된 현대인들 중 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문명의 이기로 가득한 뉴욕에서 사는 것을
싫어하며 또한 자신이 성인이 되었을 때 뉴욕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 틀에 박히고 단조로운 삶을 사는 것을 거부한다. 홀든의 말
속에서 일하는 모습과 취미조차 서로 유사한 당시 미국 중산층의
삶을 읽어낼 수 있다. 매일 똑같은 날을 보내는 현대인에 대한 홀든
의 상상은, 『벨 자』의 에스더가 뉴욕에서 경험한 ‘직장에서 파티
로, 그리고 호텔로’ 끝없이 이어지던 단조로운 생활을 떠올리게 한
다.
전원적 삶에 대한 홀든의 환상은 그가 안톨리니의 집에서 나와
거리를 헤맬 때 다시 한 번 드러난다. 안톨리니에게 크게 실망한 홀
든은 서부로 떠나 벙어리 행세를 하며 주유소에서 일할 것을 결심
한다. 그리고 돈을 모아 숲 근처에 오두막을 짓고 평생을 보내겠다
고 생각한다. 그는 벙어리인 아내를 만나 함께 살며 아이들을 낳으
면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스스로 그들을 가르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199). 물질주의뿐만 아니라 세상의 여러 부정적인 면에 실망한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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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은 벙어리 부부로 살며 세상과의 소통을 단절하기를 원한다. 또한
홀든은 자신이 아직 경험한 적이 없는 서부 지역에 대해 환상을 가
지고 있으며 자신이 동부 지역에서 느낀 환멸과 염증이 서부 지역
의 순수함에 의해 치유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에게 뉴욕을 포함한
동부 지역은 타락으로 가득한 어두운 세계인 반면에 서부 지역은
아직 개척되지 않아 순수함이 남아 있는 신세계이다. 홀든은 미국의
조상들이 서부에 대해 가졌던 환상과 개척의 욕구를 그대로 물려받
은 듯한 모습을 보인다. 그가 서부로 가서 오두막을 지을 것이며 가
정을 꾸릴 것이라는 것은 어른들의 타락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세계
를 구성하고자 하는 그의 열망을 드러낸다. 특히,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는 그의 결심은 자신이 경험한 타락에 아이들을 노출
시키고 싶지 않은 그의 소망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그는 “거짓된
것을 하려는 사람은 누구든 머물 수 없다”(205)라고 말하며 자신의
오두막에 방문하려는 사람들을 제한할 것임을 밝힌다. 이것은 그의
오두막이 현대사회의 물질문명을 비롯해 어떤 거짓으로부터도 차단
되어 있는 그만의 성소가 될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는 피비에
게만 조건 없이 자유로운 방문을 허용하겠다고 말한다. 피비는 거짓
으로 가득한 어른들의 세계와 정반대편에 있는 순수한 아이들의 세
계에 살고 있기에 홀든의 오두막에 방문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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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획일주의: 주류의 거짓됨
에스더가 주목한 당시 사회의 획일성은 여성들에게 억압적인 사
회규범이었던 것에 반해, 홀든은 좀더 넓은 의미에서 획일주의를 비
판하였다. 그의 비판은 주류의 허위성을 향해 있는데 그에게 ‘주류’
는 넓은 의미를 갖는다. 단순히 사회경제적으로 높은 지위를 누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타인의 관심과 칭송을 받는 사람들, 정해진 사회
규범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모두 주류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는 이
주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거짓되다’(phony)고 평가한다. 이때
의 ‘거짓됨’(phoniness)은 단순히 부도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류에 속한다는 안도감과 자부심, 다수의 사람들의 생각에 대한 무
조건적인 찬동, 규범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소수
자에 대한 배척과 무관심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홀든에게 거짓됨은
곧 비겁함이다.
홀든은 주류와 비주류를 뚜렷이 구분하고 주류에 대해서는 비난
을, 비주류에 대해서는 애정을 표현한다. 이처럼 그에게는 “멋짐”과
“거짓됨” 사이에 어떤 타협도 존재하지 않는다. 거짓된 세상을 받아
들이는 것은 곧 자신의 고결함을 양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French 44). 이러한 홀든의 이분법적 시각은 다음에 잘 드러난다.
만약 당신이 거물급이 있는 편에 속한다면, 그것은 게임이다. 좋
다. 그것은 인정하겠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거물급이 전혀 없는
반대편에 속한다면, 그 게임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아무 것도
없다. 게임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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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you get on the side where all the hot-shots are, then it's
a game, all right―I'll admit that. But if you get on the other
side, where there aren't any hot-shots, then what's a game
about it? Nothing. No game. (8)
교장이 홀든에게 인생이란 규칙을 따라 진행해야 하는 게임과도 같
은 것이라고 말했을 때, 홀든은 세상을 거물급이 있는 편(기득권층)
과 거물급이 없는 편(비기득권층)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며 인생
은 오로지 기득권층에게만 유리한 게임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그가 작품 속에서 기득권층을 끝없이 공격하는 이유이다.
무엇보다도 홀든의 비난의 화살은 전통적인 억압의 상징이자 획
일주의를 확대재생산할 수 있는 종교와 학교를 향한다. 그는 자신의
자연스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꼭 엄숙한 목소리로만 설교를 하는
목사를 조롱하는가 하면, 성경의 내용을 부정하기도 한다. 홀든이
스스로를 무신론자라고 칭하고, 열두 제자가 예수에게 아무런 도움
도 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여전히 기독교의 교리가 중요한 규
범으로 자리하고 있는 1950년대 미국 사회에서 많은 반향을 불러일
으켰을만하다. 또한 그는 “펜시에서 하는 일은 다른 학교에서와 마
찬가지로 사람을 똑같이 찍어내는 것일 뿐이다”(2)라고 말하며, 학교
의 역할을 학생들을 틀에서 주조해내는 것에 비유한다. 그리고 “몇
안 되는 괜찮은 교사들 역시 거짓된 이들이었다”(168)라고 말하며
교사들에 대한 철저한 불신을 드러낸다. 또한 이러한 고등학교 교육
에 잘 적응하여 아이비리그의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 역시 거짓된
것으로 평가한다. 그들은 옷차림과 목소리까지 모두 비슷한 매우 동
질화된 집단이다. 홀든은 “저 아이비리그 놈들은 똑같이 생겼어”(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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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말하며 그들이 하나같이 회색 플란넬 양복에 격자무늬 조끼를
입는 획일적인 스타일을 고수하는 것을 비판한다. 또한 그들의 목소
리 역시 “매우 거짓된 아이비리그 목소리들,” “무지 피곤하고 속물
적인 목소리들”로 묘사된다(128).
그러나 종교와 학교 등 사회적인 기득권층만 공격의 대상이 되
는 것은 아니다. 대중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 역시 홀든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 홀든은 유명 피아노 연주
자가 많은 이들로부터 환호를 받는 것을 보고 거짓되다고 생각하는
데, 그가 거짓되다고 생각하는 대상은 자만에 빠진 피아노 연주자뿐
만 아니라 다수의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피아노 연주자에
게 찬사를 보내는 관객들까지 포함한다.
토할만한 광경이었다. 그들은 열광했다. 그들은 영화관에서 웃기
지도 않은 것을 보고 하이에나들처럼 웃어대는 멍청이들과 똑같
았다. . . . 어쨌든, 그가 연주를 끝마쳤을 때 모두가 미친 듯이
박수를 쳤고 어니는 의자에서 돌아앉아 매우 거짓되고 겸손한
인사를 했다. 마치 자신이 대단한 피아노 연주자일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겸손한 남자인 것 마냥. 정말 거짓되었다―엄청난 속
물인 그 남자 말이다. 그러나 우스운 것은, 나는 그가 연주를 끝
마쳤을 때 그에게 연민을 느꼈다는 것이다. 그는 심지어 자신이
연주를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것 같다. 그것은
그만의 잘못이 아니다. 미친 듯이 박수를 쳐대는 저 바보들에게
도 부분적으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
You would've puked. They went mad. They were exactly the
same morons that laugh like hyenas in the movies at stu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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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isn't funny. . . . Anyway, when he was finished, and
everybody was clapping their heads off, old Ernie turned
around on his stool and gave this very phony, humble bow.
Like as if he was a helluva humble guy, besides being a
terrific piano player. It was very phony―I mean him being
such a big snob and all. In a funny way, though, I felt sort
of sorry for him when he was finished. I don't even think he
knows any more when he's playing right or not. It isn't all
his fault. I partly blame all those dopes that clap their heads
off. . . (84)
이 유명한 피아노 연주자가 자만하게 되는 것은 사람들이 그에게
무조건적으로 열렬한 박수를 보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영화관에서
남들이 웃으면 함께 웃는 것은 다수에 편승하고 싶은 욕망 때문이
다. 이와 마찬가지로 피아노 연주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남들이 훌
륭하다고 평가를 내리는 것에 자신도 같은 평가를 내림으로써 다수
의 편에 서고자 한다. 이것은 대중의 무비판적 수용과 동경을 바탕
으로 하는 대중문화의 획일성을 드러낸다. 홀든이 피아노 연주자를
비난하면서도 연민을 느끼는 것은 그가 대중의 열렬한 환호 속에
진정한 평가를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홀든은 “만
약 자신이 피아노 연주자라면 옷장 안에서나 연주하겠다”(84)라고
말한다. 어니에 대한 홀든의 태도는 배우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유
지된다. 그는 배우들이 유명인인 것처럼 연기를 한다고 지적하고,
그들이 자만에 빠져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배우들에 대해 “어니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과 유사하게 연기를 했다”(126)라고 말을 한
다. 이것은 그들이 연기를 위한 연기를 하는 것일 뿐 연기에 진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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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지 않은 채 자랑삼아 연기를 하고 있는 것임을 나타낸다.
이처럼 홀든은 사회 전체가 거짓된 사람들로 가득하다고 생각하
는 반면 자기 자신은 아직 순수하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투숙한 호
텔이 “비정상적 인간들로 우글거리고 오직 나만이 그 장소 전체에서
유일하게 정상적인 인간”(62)이라는 홀든의 인식은 이를 반영한다.
홀든이 자신의 꿈은 낭떠러지 밑으로 아이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잡
는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사회의
허위성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은 희망을 표현하는 것이다.
순수한 아이들을 지켜줄 사람은 “유일하게 정상적인 인간”인 자신뿐
이기 때문이다
“‘만약 누군가가 호밀밭을 가로질러 오는 사람을 잡는다면’
이라는 노래 알아? 나는 뭐가 되고 싶냐면―”
“‘만약 누군가가 호밀밭을 가로질러 오는 사람을 만난다면
이야!” 피비가 말했다. “그거 시야. 로버트 번즈가 쓴 시라고.”. .
.
“어쨌든, 나는 큰 호밀밭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어린애들의
모습을 그려보게 돼. 수천 명의 어린애들이 있고 주변엔 나 말
고는 어른이 없어. 그리고 나는 위험한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지.
난 뭘 해야 하냐면, 애들이 절벽으로 달려가려고 하면 그 애들
을 붙잡는 거지. 애들이 어디로 가는지 보지도 않고 달려가면
내가 어디로부턴가 나와서 그 애들을 잡아주는 거야. 그게 내가
하루 종일 할 일이야. 나는 그저 호밀밭의 파수꾼이 될 거야. 이
상하다는 것은 알지만 그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유일한 일이
야. 이상하다는 것은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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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know that song 'If a body catch a body comin'
through the rye'? I'd like―"
"It's 'If a body meet a body coming through the rye'!"
old Phoebe said. "It's a poem. By Robert Burns.". . .
"Anyway, I keep picturing all these little kids playing
some game in this big field of rye and all. Thousands of
little kids, and nobody'd around―nobody big, I mean―except
me. And I'm standing on the edge of some crazy cliff. What
I have to do, I have to catch everybody if they start to go
over the cliff―I mean if they're running and they don't look
where they're going I have to come out from somewhere and
catch them. That's all I'd do all day. I'd just be the catcher
in the rye and all. I know it's crazy, but that's the only
thing I'd really like to be. I know it's crazy." (173)
홀든이 로버트 번즈의 시를 변형하여 “무의식적 말실수”로서 “만난
다면”(meet)을 “잡는다면”(catch)이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홀든이 원하는 것은 모두 순수한 어린아이들만 살고 있는 “꿈
의 나라”의 유일한 어른인 자신이 아이들의 “수호자”이자 “구조자”
가 되는 것이다(Chambers 274). 여기서 낭떠러지는 “어린시절의 근
심이 없는 순수함과, 홀든 자신이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짓
된 어른 세계 사이의 경계”이다. 그의 유일한 야망은 완전히 비현실
적인 것으로서,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막는 것”이다(French 120).
즉, 홀든은 자신을 비롯한 모든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어른들의 세계
로 진입하지 않고 따라서 허위에 물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호
밀밭의 파수꾼이라는 말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아이들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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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이 되는 것을 막겠다는 그의 비현실적인 꿈은 그의 이상주의적인
면모를 잘 드러내고 그가 왜 현실에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지 보여준다. 이처럼 홀든이 아이들이 어른들의 세계로 진입하려는
것을 막고자 하는 마음은 그가 박물관을 좋아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이유로 박물관을 좋
아하며, “어떤 것들은 그 상태 그대로 있어야 한다. 그것들을 큰 유
리 상자에 넣어 그대로 내버려둬야 한다”(122)라고 말한다. 이것은
아이들이 불의에 물들지 않고 그대로 순수함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그의 염원을 담고 있다. 또한 피비의 학교에서 벽에 욕설이 낙서되
어 있는 것을 목격하고 그것을 모두 지워내는 행동 역시 ‘아이들의
보호자’ 혹은 ‘정의의 수호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
홀든은 “타협이나 사과 없이 그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
는, 거물급 인사가 아닌 소수 인물들에 대해 치명적인 매력을 느낀
다”(Hall 68). 다수에 속하려고 굳이 애쓰지 않는 이들에게 홀든이
찬사를 보내는 이유는, 그들이 타인이 정한 규범이 아닌 자신만의
규범을 쫓는 홀든 자신과 닮은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관
심은 이처럼 늘 눈에 띄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남들로부터 무시
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있다. 예를 들어 그는 성경 속 ‘무덤 사이에
서 사는 미친 사람’12)을 좋아한다.
첫째로, 나는 일종의 무신론자이다. 나는 예수를 좋아하지만 성
경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는다. 열두제
자들을 예로 들어보자. 그들은 정말 나를 화나게 만든다. 예수가
죽은 이후에 그들은 괜찮았지만 그가 살아 있을 동안에 그들은
12)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말한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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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들이 하는 일이라곤 계속
해서 그를 실망시키는 것뿐이었다. 나는 성경 속 누구라도 열두
제자들보다는 더 좋아한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내가 성경 속에
서 예수 다음으로 가장 좋아하는 이는 무덤 가운데 살며 자신을
돌로 해치던 미친 사람이다. 나는 그 불쌍한 인간을 열두제자들
보다 10배 정도는 좋아한다.
In the first place, I'm sort of an atheist. I like Jesus and all,
but I don't care too much for most of the other stuff in the
Bible. Take the Disciples, for instance. They annoy the hell
out of me, if you want to know the truth. They were all
right after Jesus was dead and all, but while He was alive,
they were about as much use to Him as a hole in the head.
All they did was keep letting Him down. I like almost
anybody in the Bible better than the Disciples. If you want
to know the truth, the guy I like best in the Bible, next to
Jesus, was that lunatic and all, that lived in the tombs and
kept cutting himself with stones. I like him ten times as
much as the Disciples, that poor bastard. (99)
그는 예수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예수를 실망시키기만 한
열두제자를 비판하고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무명의 남자를 열두제
자보다 훨씬 더 좋아한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홀든은 예수를 배
반한 유다에 대해 연민을 표현하며 예수는 결코 그를 지옥에 보내
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100). 이처럼 그는 성경 속에 등장하지
만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해왔거나 혹은 비판을 받아
온 사람들에게 애정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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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들에 대한 관심은 일상생활에서도 계속된다. 홀든은 “예
수가 정말 좋아했을법한 이는 오케스트라에서 북을 연주하는 남자
이다”(138)라고 말하며 이 북 연주자에게 찬사를 보낸다. 따라서 이
남자 역시 성경 속에서 무덤 가운데 살며 자신을 해치던 남자나 유
다와 같은 지위를 차지한다. 다른 악기 연주자들은 계속해서 관객들
의 주목을 끌지만, 그 북 연주자는 하나의 곡을 연주하는 동안 고작
서너 번 밖에 북을 칠 기회가 없는 ‘소수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북을 치고 있지 않는 동안에도 지루해 하지 않으며 북을 칠
때에는 긴장된 표정으로 매우 멋지게 북을 친다는 이유로 홀든의
호감을 얻는다. 또한 세속적 부에 등을 돌리고 수도와 봉사의 삶을
사는 수녀들 역시 홀든에게 존경의 대상이 된다. 홀든은 그 수녀들
을 자신의 어머니나 고모, 친구의 어머니 등에 비교하며 일반적인
여성들이 그 수녀들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돈을 모금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홀든이 상당히 전통적인 도덕
적 이상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일반적인 사람들과 수녀들을
비교하며 전자를 비판하고 후자를 칭송하는 것은 그가 성직자들이
가질만한 가치관을 일반인들에게서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홀
든이 학교에서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 역시 모두 소외된 인물들이다.
홀든은 아이들이 기숙사의 한 방에서 모여 이야기를 하면서 애클리
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가버린 일을 비난하고 그들을 “거짓된
이들”이자 “비열한 이들”로 묘사한다(167). 뿐만 아니라 수업시간에
발표를 잘하지 못해 비난을 받고 낮은 성적을 받은 학생에 대한 애
처로움도 드러낸다.
홀든이 이처럼 주류를 비판하고 소수자들을 옹호하는 것은 그의
비순응성을 드러내며 그의 이러한 특성은 그가 즐겨 쓰는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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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 모자로 상징된다. 홀든은 펜싱 장비를 모두 지하철에 놓고 내
려 모든 동료들의 비난을 받은 직후 한 스포츠 용품 가게의 진열장
유리에서 챙이 매우 긴 이 빨간색 사냥 모자를 발견하고 그것을 구
매한다. 공분의 대상이 되어 홀로 소외된 홀든이 이 빨간색 모자를
산다는 것은 그의 외로움과 홀로 다수를 맞서고자 하는 그의 의지
를 드러낸다. 그는 혼자 여행하는 내내 이 모자를 자신의 상징처럼
늘 간직한다. 또한 그는 이 모자의 챙을 뒤로 돌려쓰는 것을 좋아하
는데 이것은 그의 비순응성을 특히 잘 드러낸다. 핀스커는 이 모자
가 “그가 얼마나 펜시의 틀에 맞지 않는가에 대한 구체적 증거”라고
하였는데(Pinsker 40), 이 모자는 단순히 펜시라는 학교뿐만 아니라
그가 세상의 어떤 제도와 규범에도 순응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것
을 보여준다.
데이비드 갤로웨이(David Galloway)는 홀든의 비순응적 특성을
카뮈(Camus)의 ‘부조리한 인간’에 비유하였다.
샐린저의 주인공들이 기능하는 환경은 “부조리하다.” 카뮈의 부
조리한 인간처럼 샐린저의 주인공은 무관심하고 종종 허무주의
적인 세계 속에서 윤리적인 기준에 따라 살려고 애쓴다. 그러나
카뮈의 부조리한 인간과 샐린저의 소설 속 부조리한 인간 사이
에는 중요한 구분이 지어져야 한다. 카뮈의 주인공들은 현실에
대항하는 그들의 투쟁의 부조리를 의식적으로 인지하기에, 이
구분은 주로 의식에 관한 것이다. 독자는 홀든의 돈키호테 같은
행동들의 부조리함을 볼 수 있는 입장에 있지만. . . 등장인물들
스스로도 그들 자신의 투쟁을 부조리하다고 여기는지에 대해서
는 독자는 결코 완전히 확신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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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the milieu in which Salinger heroes function is "absurd."
Like Camus's absurd man, the Salinger hero tries to live by
ethical standards in an indifferent, often nihilistic universe.
An important distinction, however, must be drawn between
Camus' absurd man and the absurd man in Salinger's fiction.
This distinction is primarily one of consciousness, for
Camus's heroes consciously acknowledge the absurdity of
their struggle against reality. While the reader is in a
position to see the absurdity of Holden's quixotic gestures. . .
he is never entirely certain that the characters themselves
see their own struggles as absurd. (Galloway 205)
갤로웨이는 홀든이 윤리적이지 못한 세계 속에서 윤리적인 기준을
고집함으로써 마치 카뮈가 말한 부조리한 인간처럼 헛되이 현실에
투쟁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카뮈의 주인공들이 자신의 투쟁이 부
조리함을 의식적으로 인지하는 반면에, 샐린저의 주인공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홀든을 비롯한 샐린저의 주인공들은
카뮈의 주인공들보다 더 나이브하여서 이 세상에서 엄격한 윤리성
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깨닫지 못한다. 이것은 홀
든의 순수성을 잘 보여줌과 동시에 그가 세상에서 받는 충격과 고
통이 얼마나 클지 짐작하게 해준다.
한편 워렌 프렌치(Warren French)는 홀든의 비순응적 특성을
내부 지향적 인격으로 설명하였다.
비록 홀든이 비현실적일 만큼 엄격한 빅토리아 시대적 도덕규범
을 고수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는 또한 “내부 지향적” 인격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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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히 작동시키는, 데이비드 리스먼이 “심리적 자이로스콥”이라고
부른 것이 결여되어 있다. (『고독한 군중』에 나온 용어로 홀
든을 분류하자면, 그는 “외부 지향적” 사회 속의 “내부 지향적”
인격이다. 이것은 오늘날 아주 흔한, 불행한 현상이기에, 이것만
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홀든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설
명할 수 있다.)
Although Holden is trying to cling to an unrealistically rigid
Victorian moral code, he also lacks what David Riesman calls
the "psychological gyroscope" that keeps the "inner-directed"
personality on course. (To classify Holden in the terms
provided by The Lonely Crowd, he is an "inner-directed"
personality in an "other-directed" society―an unhappy
phenomenon so common today that it alone could account for
many persons' identification with Holden. (French 108-109)
프렌치에 따르면, 홀든은 “빅토리아 시대적 규범”으로 상징되는, 자
신만의 매우 엄격한 도덕체계를 가지고 있고 이에 어긋나는 사람들
을 거짓되다고 평가하는, ‘내부 지향성’이 너무 강한 인물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중시하는 규범이나, 사회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통
념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즉,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로부터 영향
을 받아 가치관을 형성하는 ‘외부 지향성’이 결핍되어 있는 인물인
것이다. 또한 프렌치가 지적하고 있는 대로, 홀든이 한 가지 간과하
고 있는 사실은 그가 거짓되다고 비판하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그 자신도 따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그러한 비판들이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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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큼 성숙하지 못하다(French 109-110).
이처럼 프렌치는 홀든을 내부 지향성이 지나쳐 외부 지향적 사
회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로 평가하였으나, 이것은 홀든이 타인
들과의 소통을 위해 끝없이 노력하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주장이다.
따라서 내부 지향성이 강한 홀든이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외부지향성을 갖게 된다고 한 크리스토퍼 브룩먼(Christopher
Brookeman)의 더 설득력 있는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브룩먼
은 프렌치와 마찬가지로 홀든의 행동을 해석하는 데 있어 리스먼의
『고독한 군중』을 참조하고 있으나 프렌치와는 다른 결론을 내렸
다. 브룩먼은 홀든에게 외부 지향적인 특성이 부족하다고만 한 프렌
치의 주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홀든이 외부 지향적인 사회에 적
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부룩먼은, 인간관계의 기술이
매우 중요한 자질로 평가받는 후기산업화 시대의 외부 지향적인 문
화 속에서 홀든이 동료집단의 승인을 얻기 위해 애쓰는 모습에 주
목하였다.
홀든은 끝없이 이러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요구받는다 ―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감지하고, 교사들, 동료 학생들, 택시 기사들,
형제자매와의 대인 관계적 상황의 안팎을 드나들며 협상하도록.
샐린저가 홀든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사회적 여가와 소통이 전
업이 되어버린 사회의 압력 하에서 쓰러지고 실패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청소년의 문화는 인간관계 관리와 사교능력의 필요에
의해 침범 당했다. 성공의 정도는 때마다 다르지만, 홀든의 엄청
나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주로 정교하고 구애와 같은 의식들
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들과 인관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는데 사
용되며 이러한 의식들을 통해 다른 사람의 세계관이 전파된다.
- 101 -

Holden is endlessly called upon to perform in this way ― to
sense other people's needs, to negotiate his way into and out
of interpersonal situations with teachers, fellow students, cab
drivers, brothers and sisters. What Salinger shows through
Holden is someone cracking up and breaking down under the
pressure of a society in which social leisure and
communications have become full-time occupations. The
culture of the adolescent has been invaded by the needs of
personnel management and diplomacy. An enormous amount
of Holden's time and energy is spent trying, with varying
degrees of success, to relate to people, usually by means of
elaborate courtship-like rituals through which another
person's worldview is sniffled out (Brookeman 69).
브룩먼은 인간관계가 여가가 아닌 끝없이 해야 하는 전업이 되어
버린 사회에서 계속해서 누군가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 애쓰지만
별로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홀든이 보여주고 있다
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른 사람의 세계관이 홀든
에게 전달되며 이를 통해 홀든은 더욱 외부지향적인 인물로 거듭나
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작품 속에서 홀든이 주변의 많은 사람
들과 계속해서 대화를 시도하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 홀든은 사람들
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늘 먼저 다가가 그들에게 대
화를 건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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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개인적 원인: 인간관계에서의 실패
2.2.1 가족과의 관계
홀든은 작품 전체에서 부모와 만나거나 대화하는 일이 없고 부
모에 대해 긴 묘사나 설명도 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의 부모는 작품
속에서 실체가 없다. 그의 어머니는, 홀든이 옷장에서 엿듣는 대화
를 통해 목소리로라도 존재성을 드러내지만 그의 아버지는 목소리
조차 등장하지 않는다. 이것은 홀든이 부모와 서먹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부모로부터 소외되었음을 드러낸다. 홀든은 변호사인 부유한
아버지 밑에서 성장하지만 아버지로 인해 누릴 수 있는 안락한 생
활을 다행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를 쌓는 데만 관심을
두는 변호사들에 대해 비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비
판적 태도를 견지한다.
“그들이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구해준다면 괜찮지. 그런데
변호사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라곤 돈
많이 벌고 골프치고 브리지 게임하고 차를 사고 마티니를 마시
고 거물급인 양 행세하는 것뿐이지. . . .”
“I mean they're all right if they go around saying
innocent guys' lives all the time, and like that, but you don't
do that kind of stuff if you're a lawyer. All you do is make
a lot of dough and play golf and play bridge and buy cars
and drink Martinis and look like a hot-shot. . . .”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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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변호사들이 억울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는 관심
을 두지 않고 오로지 부와 명예를 위해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그의 냉소적 태도로 인해 그는 아
버지와 친밀한 부자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 또한 그의 아버지는 홀
든이 아이비리그의 명문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하지만, 홀든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결코 그런 아이비리그 대학들 중 하나에 가지 않
겠다”(85)라고 말하며 아버지에 대한 반발을 드러낸다. 홀든이 아버
지에 대해 “그가 할 최악의 일은 무엇이냐면, 나를 또 엄청 혼낼 것
이고 그 망할 놈의 군사 학교에 나를 보낼 것이다”(166)라고 말하는
것에서 아버지에 대한 적대감을 읽어낼 수 있다. 홀든의 어머니 역
시 홀든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의 어머니는 홀든의 남동생 앨
리의 죽음 이후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자주 밤을 새우며 담배를 피
울 만큼 신경이 과민한 상태에 있다. 홀든은 “히스테리컬하다”(51),
“신통력이 있다”(67) 등의 언어를 사용해 어머니를 예민한 인물로
그리고 있다. 또한 “어머니들은 모두 약간 제정신이 아니다(55)라는
그의 말에서 그가 정신적으로 병약한 어머니에 대해 신뢰를 갖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두통을 자주 겪는 그의 어머니는 피
비와 짧은 대화를 나눌 때조차 “머리가 깨질 것 같구나”(178)라고
말할 만큼 건강이 좋지 않다. 이것은 홀든의 어머니가 홀든의 문제
점을 포용할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없음을 뜻하고, 옷장 속에서 이
대화를 엿듣고 있는 홀든은 옷장 밖으로 나가 어머니에게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동생 앨리가 죽었다는 사실은 홀든에게 큰 심리적
상처가 된다. 홀든은 11세에 백혈병으로 사망한 두 살 아래의 남동
생 앨리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하고 있다. 앨리가 죽던 밤, 당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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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였던 홀든은 차고에서 잠을 자며 차고의 모든 창문을 깨버릴 만
큼 큰 충격을 받고 정신분석을 받는다. 홀든이 남동생의 이른 죽음
으로 인한 심리적 상처를 안고 있는 것은 에스더가 아버지의 죽음
으로 인한 슬픔을 간직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에스더가 아버지를
이상화하듯이 홀든 역시 앨리를 자신보다 훨씬 총명하고 누구에게
도 화를 내지 않는 훌륭한 품성의 인물로 이상화한다. 그러나 에스
더의 아버지와 홀든의 동생 앨리는 단지 그리움의 대상이나 존경의
대상을 넘어서 자신들을 언제든 죽음으로 이끌 수 있는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다. 에스더와 홀든의 죽음 충동에는 죽은 가족에 대
한 그리움이 큰 몫을 한다. 결국 에스더와 홀든이 공통적으로 어린
나이에 경험하는 가족의 경험이 그들의 소외적 삶에 영향을 주었다
고 할 수 있다.
또한 홀든은 자신이 자신의 형제자매들보다 열등한 존재라는 의
식을 뚜렷이 가지고 있다.
그녀를 만나봐야 한다. 일생에서 그렇게 예쁘고 영특한 아이를
본 일이 없을 것이다. 그녀는 정말 영특하다. 그녀는 학교에 들
어간 이래 A만 받아 왔다. 사실, 가족 중 유일하게 나만 멍청하
다. 형 D.B는 작가이고, 일전에 말한 적 있는 죽은 남동생 앨리
는 영재였다. 가족 중에 나만 정말 멍청하다.
You should see her. You never saw a little kid so pretty and
smart in your whole life. She's really smart. I mean she's
had all A's ever since she started school. As a matter of
fact, I'm the only dumb one in the family. My brother D.B's
a writer and all, and my brother Allie, the one that died,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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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old you about, was a wizard. I'm the only really dumb
one. (67)
여기서 홀든은 자신의 형제들의 지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다. 여
동생 피비는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한 “영리한” 아이로, 죽은 남동생
앨리는 “천재”로 표현되고 있으며 그의 형 D.B는 작가라는 점이 언
급되고 있다. 홀든이 “가족 중에 나만 정말 멍청하다”라고 말하며
자신을 비하하는 것에서 그의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을 엿볼 수 있
다. 그가 어떤 학교에서도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고 퇴학을 당하
는 것은 자신이 형제들보다 더 못한 존재라는 열등의식 때문일 수
있다. 그의 열등의식은 형제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변호사
라는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위치 역시 홀든의 열등의식을 부채질했
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홀든의 이 같은 열등감은 그를 가족들로
부터 소외시키는 원인이 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그는 집이 있는 뉴
욕에 와서도 집으로 곧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여러 곳을 헤매며, 집
에 몰래 들어간 한 번의 경우에도 옷장에 숨어있는 등 가족들로부
터 소외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그가 가족들로부터 느끼는 소외감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
전히 집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다. 그는 몰래 집으로 들어갔을
때 자신 집 현관만의 고유한 냄새를 맡고 안락함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나는 내가 집에 왔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 우리 현관
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나지 않는 특이한 냄새를 가지고 있다.
나는 그게 대체 무엇인지 모른다. 그것은 콜리플라워도 아니고
향수도 아니다―나는 그게 대체 무엇인지 모른다―그러나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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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는 것을 언제나 알게 해준다.
I certainly knew I was home, though. Our foyer has a funny
smell that doesn't smell like anyplace else. I don't know
what the hell it is. It isn't cauliflower and it isn't perfume―I
don't know what the hell it is―but you always know you're
home. (158)
그는 정확히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독특한 냄새를 맡고 자신이 집
에 돌아왔다는 것을 실감하고 안도감을 느낀다. 오랫동안 거리를 헤
매다 돌아온 홀든이 집에 돌아와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그가 가정
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국 그가 안착해야 할
곳은 가정이라는 사실을 본인도 무의식중에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
해준다. 뿐만 아니라 그는 피비의 방에 들어가서 피비가 자는 모습
을 지켜보며 기분이 좋아지고 폐렴에 걸릴 것이라는 생각을 멈추게
된다. 이처럼 홀든이 집으로 몰래 들어왔을 때 느끼는 긍정적 감정
은 앞으로 결국 홀든이 가정에 안착하게 될 것이고 특히 이 과정에
서 피비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준다.

2.2.2 학교 사람들과의 관계
홀든은 펜시 프렙에 다니는 동안 누구와도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늘 소외된 생활을 한다. 홀든이 펜싱 팀의 매니저로서 뉴욕
에서 열린 경기에 따라갔다가 모든 장비를 지하철에 놓고 내려 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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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 팀의 미움을 사는 사건은 이를 잘 보여준다. “기차를 타고 돌아
오는 내내 팀 전체가 나를 배척했다”(3)라고 말하는 것에서 홀든이
경험한 소외감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홀든은 전교생이 모
여 열광적으로 축구를 응원하는 상황에서도 경기장에 구경하러 가
지 못하고 언덕 위에 서서 경기를 내려다보기만 한다. “사실상 나를
제외한 전교생이 거기 있었다”(2)라는 홀든의 말에서 다수로부터 소
외된 홀든의 처지를 알 수 있다.
또한 홀든은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 모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
을 취한다. 작품 속에서 홀든이 유일하게 긴 대화를 나누는 펜시 프
렙의 교사는 역사를 담당하는 스펜서 선생님이지만, 홀든은 70세에
이른 그의 노쇠함과 병약함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한다. 홀든은 심지
어 “그가 아직도 살아 있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7)에 대해 생각
한다. 옷차림에서부터 행동에 이르기까지 스펜서 선생님의 모든 특
성은 홀든에 의해 조롱적으로 묘사되고, 이것은 홀든이 오래되고 낡
은 것이나 혹은 기성세대에 대해 큰 거부감을 갖고 있음을 알게 해
준다. 뿐만 아니라 홀든은 스펜서 선생님이 낙제점을 받은 자신의
시험 답안을 소리 내어 읽을 때 크게 실망감을 느낀다. 스펜서 선생
님은 홀든에 대해 걱정하며 여러 조언을 해주려고 하지만 홀든은
“우리는 정반대의 입장에 있었다”(15)라고 생각하며 스펜서 선생님
과 진정으로 소통할 여지가 없음을 드러낸다.
홀든이 기숙사를 떠나기 전 대화를 나누는 인물로 단 두 사람이
출현하는데, 한 명은 룸메이트인 스트래들래이터이고 나머지 한 명
은 옆방에 사는 애클리이다. 두 사람 모두 홀든과 매우 가까운 거리
에서 생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홀든은 이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발
전시켜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애클리는 어디에도 가지 않는 “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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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이자 이를 닦지 않아 치아가 늘 지저분하며 여드름이 많고 “형편
없는 성격”을 가진 부정적 인물로 묘사된다. 애클리는 방안을 돌아
다니며 방안의 물건들을 마음대로 만져보고 홀든이 이미 짐을 싸버
린 이후인데도 손톱깎이를 빌려달라고 하고, 또 바닥에 대고 아무렇
게나 손톱을 깎는 등 부주의하고 무신경한 인물이다. 홀든은 이러한
애클리를 좋아하지 않으며 그와 친숙한 관계를 맺지 못한다. 스트래
들래이터 역시 부정적으로 묘사된다. 스트래들래이터의 겉모습은 멀
쩡하지만 그가 사용하는 면도기는 한 번도 씻지 않아 녹이 슬고 거
품과 수염이 묻어 있는 지저분한 상태이다. 늘 외모에 집착하는 스
트래들래이터에 대해 홀든은 “그는 자기 자신과 열렬히 사랑에 빠져
있었다. 그는 자신이 서반구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라고 생각했
다”(27)라고 말하며 스트래들래이터의 나르시시즘적 성향을 꼬집는
다. 이 둘과 모두 부정적인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홀든은 스트래들
래이터와 크게 싸우게 된다. 홀든은 옆방에 사는 애클리에게로 가
비어 있는 그의 룸메이트 침대에서 자게 해줄 것을 청하지만 애클
리는 이를 거절하고 홀든의 어떤 대화 시도에도 응하지 않는다. 이
에 홀든은 “외롭고 비참한”(50) 기분을 느끼게 된다. 이로써 홀든은
기숙사에서 물리적으로 자신과 가장 가까이에 있던 두 사람으로부
터 ‘단절’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절망감으로 이어진다. 홀든이 스트
래들래이터와 애클리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하면서도 두 사람에게
많은 대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아 홀든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들은 기숙사에
서 홀든과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가장 많은 접
촉을 하는 인물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홀든에게 어떤 도
움도 되지 못한다. 특히 그들이 공통적으로 ‘잠잘 곳을 빼앗는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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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홀든은 룸메이트인 스트래들
래이터와 싸웠기 때문에 자신의 방으로 돌아갈 수 없으며, 애클리는
비어있는 침대를 홀든에게 빌려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들이
이처럼 홀든에게서 안식처를 박탈하는 것은 홀든에게서 정신적 안
정을 거두어가고 대신 불안을 안겨주고 방랑을 해야만 하는 운명으
로 몰아넣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홀든은 학교에 더 이상 머무는 것
이 “자신을 너무나 슬프고 외롭게 만든다”(51)는 이유로 그날 밤 기
숙사를 나올 것을 결심한다. 그가 기숙사를 나오기 직전 복도에서
“잘 자라, 멍청이들아!”(52)라고 외치는 것은 자신을 소외시키는 학
교의 모든 동료들에게 주는 항의의 메시지이다.

2.2.3 뉴욕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
홀든은 뉴욕에서 만난 수많은 낯선 이들과의 소통을 간절히 시
도한다. 그가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처음 한 일이 샐리 헤이즈
에게 전화하기 위해 공중전화 부스로 간 일이라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 그는 사람들과의 소통을 갈망한다. 또한 호텔에 지낼 곳을
마련한 뒤에는 자신의 지갑 속에 있던 전혀 모르는 여자의 전화번
호를 찾아내 전화를 건 뒤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그러나
홀든이 소통을 시도하는 대다수는 홀든과 긴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
을 귀찮아하고 홀든의 질문에 진정성 없는 짧은 대답만을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홀든이 택시기사와 나누는 대화 역시 이를 잘
보여준다. 홀든은 택시기사에게 평소 자신이 궁금하게 여겼던 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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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 파크의 호수에 있는 오리들이 겨울이 되어 호수가 얼면 어
디로 가는지에 대해 묻는다. 그러나 택시기사는 마치 홀든이 미친
사람인 것처럼 쳐다보더니 “뭐하려는 거지?”(60), “장난하니?”(60)라
고 말하며 홀든의 질문을 무시한다. 여기서 오리들은 소외된 자, 즉
홀든을 상징한다. 호수가 얼어 갈 곳이 없는 오리들의 안부를 궁금
해 하는 것은 홀든이 스스로에게 ‘나는 어디로 가야하는가?’라고 묻
는 것과 같다. 정확한 목적지도 없이 추운 겨울날 혼자 택시를 탄
홀든은 자신의 소외감을 얼어붙은 호수의 오리들에게 투사하고 있
다. 그리고 그의 질문이 무시당하는 것은 홀든이 타인으로부터 받는
무관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홀든은 택시에서 내리면서 택시기사
에게 칵테일을 함께 할 것을 청하지만 거절당한다.
한 호텔에 묵기로 한 홀든은 호텔 안에 있는 술집으로 가서 함
께 있는 세 명의 여자들과 대화를 시도한다. 그러나 그녀들은 모두
홀든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뭐라고요?”(71) 또는 “뭐라
고 했나요?”(71)와 같은 말들만 반복한다. 그녀들은 오로지 유명 연
예인이 그곳에 올 것을 기대하며 주변을 살피는 데에만 관심을 둔
다. 그녀들은 홀든에게 앉으라고 권하지도 않지만 홀든은 그들 곁에
앉아 여러 질문을 던진다. 그녀들은 모두 차례로 홀든과 춤을 추지
만 홀든과 대화를 나누는 데는 관심이 없다. 그들은 홀든이 개리 쿠
퍼가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했을 때야 비로소 갑작스런 관심을 보인
다. 그들은 심지어 서로에게도 말을 하지 않은 채로 영화배우의 등
장만을 고대한다. 그녀들이 떠나려고 할 때 홀든은 그녀들을 붙잡으
려고 하지만 그녀들은 거절한다. 홀든은 그녀들이 그곳에 있는 동안
마신 모든 술값을 지불한다. 술집이 문을 닫고 사람이 없는 로비에
홀로 앉아 있는 홀든은 또다시 우울함을 느낀다. 현실세계에서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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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관계를 맺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연예인의 등장만을 고대하
다가 홀든으로 하여금 술값을 지불하게 하고 자리를 떠나는 세 여
자는 비정하고 이기적인 현대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홀든이 모리스와 써니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돈을 빼앗기는 사건
은 홀든이 뉴욕에 온 이래 그에게 가장 큰 충격을 안겨준다. 홀든은
호텔 직원 모리스로부터 창녀를 소개받는다. 홀든은 이름과 나이를
속여 자신을 소개하지만 써니는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시계 있어?”(94)라는 물음만 세 번을 반복하며 시간에 쫓
기는 모습을 보인다. 홀든은 써니에게 고향이나 낮에 하는 일 등에
대해 질문을 던지지만 써니는 단답형으로 대답한 뒤 더 이상 대화
를 이어나가려고 하지 않는다. 홀든은 그녀에게 자신과 이야기를 나
눠줄 것을 요청하지만 그녀는 그런 그의 요청 자체를 이해하지 못
한다. 그녀는 “이야기하고 싶으면 해. 난 할 일이 있어”(95)라고 말
하며 사실상 대화를 거부한다. 결국 써니는 홀든을 떠나게 되고 홀
든은 모리스와의 약속대로 5달러를 지불하려고 하지만 써니는 갑작
스럽게 10달러를 요구한다. 홀든이 5달러만을 주자 써니는 잠시 후
모리스를 데려오고 모리스는 돈을 더 내놓으라며 홀든을 폭행한다.
결국 둘은 홀든의 지갑에서 5달러를 강탈한 뒤 사라진다. 이로써 홀
든은 써니와 소통해보고자 했던 시도가 좌절되는 것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평소 자신이 줄곧 말해오던 ‘거짓된 사회’를 몸소 체험하게
된다.
홀든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칼 루스도 마찬가지이다. 루스
는 홀든과 우튼 학교에 함께 다녔으며 현재 컬럼비아 대학교에 다
니는 인물이다. 홀든이 루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그에게 연
락해 만나는 것은 홀든이 외로움 속에 끝없이 새로운 인간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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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루스는 홀든과 만나자마
자 데이트 약속이 있어 몇 분 안에 자신이 떠나야함을 알린다. 그는
홀든과의 대화를 귀찮아하고 홀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으며
“너는 언제 클래?”(144)라는 말만 반복적으로 하며 홀든을 무시한다.
또한 “네가 네 삶에 대해 무엇을 하든 나랑은 아무 상관도 없
어”(148)라는 루스의 말은 홀든에 대한 그의 철저한 무관심과 나아
가 현대인들의 이기심을 보여준다. 홀든은 “한 잔만 더하자”(149),
“제발. 난 너무 외로워. 농담이 아니야”(149)라고 말하며 루스에게
조금만 더 머물러달라고 애원하지만 루스는 서둘러 떠나버린다.
샐리는 홀든과 상당히 긴 대화를 이어나가는 인물이지만, 그녀
역시 홀든과 진정으로 소통하지는 못한다. 홀든에게 샐리는 유용한
데이트 상대이고 함께 서부로 가 가정을 꾸리고 싶은 여성이기는
하지만 그녀 역시 다른 많은 여자들처럼 브로드웨이 공연을 좋아하
는 “거짓의 여왕”(116)일뿐이다. 또한 그녀는 ‘학교 교육의 무용함’에
대한 홀든의 주장이나 ‘전원적 삶에 대한 비전’에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한다. 홀든은 장래에 다가올 지루한 성인으로서의 틀에 박힌 삶에
두려움을 가지며 먼 시골로 가서 한가롭고 자족적인 삶을 살 것을
제안하지만 이에 대해 샐리는 동조하지 않는다. 결국 홀든은 샐리와
의 대화를 포기하고 그녀를 “골칫거리”(133)로 정의 내린다. 소통이
불가함을 상징하는 “골칫거리”라는 비유로 인해 샐리는 매우 화를
내게 되고 둘은 완전히 멀어지게 된다.
고난 속에 있는 홀든은 엘크튼 힐스에서 자신의 영어 교사였던
안톨리니에게서 마지막 안식처를 찾고자 그를 찾아간다. 줄곧 갈 곳
이 없었던 홀든에게 추위와 어두움으로부터 피난할 곳을 마련해주
는 그는 구원자 같은 존재로 등장한다. 안톨리니는 홀든이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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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난 교사 중 최고의 교사이며 자신의 형 D.B.처럼 지적이고 위트가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홀든은 자신이 잠든 사이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은 안톨리니가 자신을 추행한 것이라고 여기고 매우
놀라 그의 집을 뛰쳐나온다. 사실, 작품 속에서 안톨리니가 홀든을
추행한 것인지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홀든
이 많은 어른들 가운데 유일하게 존경하는 인물이었던 안톨리니에
대해 극심한 배신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홀든은 스펜서 선생님에 대
해서는 매우 노쇠하고 고리타분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안톨리니는
자신의 형 D.B와 나이가 비슷할 만큼 젊고 자신이 친근하게 느끼는
인물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현재 뉴욕대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
는 지식인이다. 이로써 기성세대의 대열로 갓 진입한 ‘젊은 어른’에
대해 홀든이 가졌던 기대는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 또한 홀든은 완
전히 ‘잠잘 곳’을 박탈당한 채로 터미널에 가서 밤을 지새우게 된다.
홀든에게 ‘잠잘 곳’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가 “갈 집이 없
어요”(152)라거나 “나는 어디로 가야하는지 알지 못했다,”(153) “나
는 아직 어디서 잘지도 몰랐다”(153)라고 말하는 등 반복적으로 ‘집’
혹은 ‘쉴 곳’이 없음을 밝히는 것은 그를 품어줄 곳이 세상에 단 한
곳도 없어 그가 심한 불안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홀
든이 잠잘 곳을 빼앗기는 것은 기숙사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는 자신
의 룸메이트와 자신의 옆방에 사는 친구로부터 모두 거절을 당하고
잠잘 곳을 잃게 된다. 그가 처음으로 여장을 푼 호텔은 여자 옷을
입는 남자, 서로의 얼굴에 물을 뿜는 남자와 여자 등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로 가득하다. 뿐만 아니라 모리스와 써니로부터 사기를 당한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호텔도 그에게 편안한 안식처가 되지 못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톨리니가 제공한 잠자리조차 불편한 것이
- 114 -

되고 만다. 뿐만 아니라 몰래 들어간 자신의 집은 단 하룻밤도 머무
를 수 없는 공간이다. 그가 늘 새로운 잠잘 곳, 즉 휴식처를 찾아
헤매는 것은 자신의 외로움을 덜어 줄 사람을 간절히 찾고 있는 것
을 의미한다.
뉴욕에서 그 누구와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실패한 홀든
에게 뉴욕은 을씨년스럽고 황량한 장소로 비춰진다.
더 끔찍한 것은 뭐였냐면, 토요일 밤이었는데도 바깥이 매우 조
용하고 인적이 드물었다는 것이다. 거리에서는 거의 누구도 볼
수 없었다. 이따금 서로의 허리에 팔을 두른 채 길을 건너는 남
녀 한 쌍이나, 웃기지도 않을 게 뻔한 무언가에 하이에나들처럼
웃어대는, 깡패처럼 생긴 남자들과 그들의 데이트 상대들을 볼
수 있었다. 뉴욕은 매우 늦은 밤 누군가가 거리에서 웃을 때 끔
찍하다. 그 소리는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들을 수 있다. 그것
은 기분을 매우 외롭고 우울하게 만든다.
What made it worse, it was so quiet and lonesome out, even
though it was Saturday night. I didn't see hardly anybody on
the street. Now and then you just saw a man and a girl
crossing a street, with their arms around each other's waists
and all, or a bunch of hoodlumy-looking guys and their
dates, all of them laughing like hyenas at something you
could bet wasn't funny. New York's terrible when somebody
laughs on the street very late at night. You can hear it for
miles. It makes you feel so lonesome and depressed. (81)
택시를 타고 이동 중인 홀든은 거의 사람이 다니지 않는 어두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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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남녀가 지나가며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외로움을 경험한다. 어
두움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는 조용한 가운데 수 마일까지 펴져 나가
는 하이에나 같은 웃음소리의 청각적 이미지와 결합하여 홀든의 외
로움을 가중시킨다. 택시 안에서 홀든이 밖을 내다보며 외로움을 경
험하는 것은, 그가 애클리의 방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우울을 경험했
던 것과 유사하다. 두 경우 모두 홀든은 혼자서 어두운 배경을 ‘창’
이라는 투명한 장애물 너머로 바라보고 있으며 그 너머에는 사람이
아예 없거나 거의 없다. 홀든 곁에는 누군가 한 사람―택시기사나
애클리―이 있지만 홀든은 그들과도 소통하지 못한다. 결국 창을 중
심으로 그 안과 밖 모두에 홀든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은 없다. 홀
든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끼리만 무리를 지어 즐거워한다는 점에
서 뉴욕은 자신이 다니던 학교와 다를 바가 없다. 인간관계에 대한
홀든의 절박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달라지는 점이 없자
홀든은 절망에 빠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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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벨 자』와 『호밀밭의 파수꾼』은 사회적 압력과 개인적인 시
련이라는 이중고에 처한 젊은이가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것이 얼
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들이 바라보는 1950년대 미
국 사회는 부당하고 부도덕하다. 그들은 물질주의, 남성중심주의, 사
회의 허위성과 같은 당시 사회의 주요 특성을 비판하고 그러한 시
대의 흐름에 동화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스스로를 사회로부터 소
외시킨다. 그들은 사회의 압력에 저항하고 도덕과 고결함을 집착적
으로 고수함으로써 공동체로 편입되는 것을 거부한다.
1950년대는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한 도시화 및 산업
화를 통해 전 세계의 패권국으로서 날로 번영하고 있던 시기이다.
‘뉴욕’으로 상징되는 1950년대 미국의 물질적 풍요 속에서 일어나는
인간 정신의 황폐화가 『벨 자』와 『호밀밭의 파수꾼』에 잘 드러
나 있다. 에스더와 홀든은 모든 것이 물질적 가치로 환산되는 이 대
도시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안과 우울을 경험한다. 그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물질에 대한 숭배를 비판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물질주의라는 당대의 시류에 편승하는 것을 거부
함으로써 다수로부터 소외된다.
또한 에스더와 홀든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이상적 현대인상을
추구하도록 부추기고 똑같은 가치관을 사람들에게 주입하는 획일주
의로 고통 받는다.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에스더는 남성중심사
회가 갖는 여성 억압성에 대해 주목을 한 반면, 홀든은 주류의 허위
성에 주목을 하였다는 점이다. 에스더에게는 ‘가정적인 아내이자 어
머니’의 이상이, 홀든에게는 ‘성공한 비즈니스맨’에 대한 이상이 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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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짐이 된다. 에스더는 여성이 결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없으며
여성에게만 혼전순결을 강요하는 사회의 풍토 앞에 절망한다. 에스
더는 결국 결코 결혼하지 않을 것임을 결심한다. 홀든은 아이비리그
와 캐딜락으로 상징되는 부와 명예를 갖는 사람만이 사회에서 주류
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비판하고 대신 사회에서 소외되는 소수자
들에게 애정을 표한다. 그는 사회 기득권층의 허위성을 폭로할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를 향해 무조건적인 찬사를 보내는 일반인들 역시
거짓되다고 평가함으로써 누구든 주어진 규범의 틀 안에 안주하려
는 사람들은 모두 거짓된 것으로 본다. 사회의 획일주의에 대한 저
항으로서 에스더가 결혼하지 않을 것을 결심하는 것처럼 홀든은 어
떤 학교에도 다니지 않을 것을 결심한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의 특수성과 함께 인간관계 정립의 어려움은
그들을 더욱 소외의 처지로 몰고 간다. 에스더는 아버지의 죽음과
이로 인한 어머니와의 갈등으로, 홀든은 남동생의 죽음과 자신과 소
통하지 못하는 부모님으로 인해 상처를 입는다. 그들은 가족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과도 소통을 통해 자신의 가치가 소중한 것으
로 평가되는 경험을 하지 못한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관계는 진정성이 없고 피상적일 뿐이다.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부주의하고 냉정하다. 그들 중 다수는
에스더와 홀든을 배신하여 절망감만을 안겨준다. 이러한 인간관계
정립의 어려움은 개인주의와 이기심이 만연한 당시의 사회적 분위
기에서 기인한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정신적으로는 황폐하며
서로에 대한 무관심을 부추기는 당시대에 홀든과 에스더가 홀로 집
을 나서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인다. 이로써
에스더와 홀든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랑과 존중을 받을 기회를
- 118 -

얻지 못하고 그들의 자존감과 생에 대한 의지는 점점 낮아진다.
에스더와 홀든이 경험하는 소외는 우울로 이어지고 이것은 죽음
충동을 낳는다. 그들의 죽음 충동은 작가들이 의도적으로 사용한 죽
음의 이미지들을 통해서 드러난다. 『벨 자』에서 로젠버그 부부의
전기처형, 다리 밑으로 떨어지는 여자, 벨 자, 병에 갇혀 보존된 죽
은 아기, 훼손된 사체, 거울이나 사진 속의 비참한 자아상과 같은
이미지들이 에스더에게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그녀가 자살 충
동에 시달린다는 것을 보여준다. 『호밀밭이 파수꾼』에서도 역시
홀든이 죽은 앨리, 질병, 총상, 투신자살, 센트럴 파크 오리의 동사
등에 대해 대한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에서 그의 죽음 충동
을 읽어낼 수 있다.
에스더와 홀든은 결국 모두 작품 끝에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
는 상태에 있다. 에스더의 경우 자신의 퇴원 여부를 결정지을 면접
장소로 발걸음을 향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독자들에게 알려지지 않
은 채 작품은 끝을 맺는다. 그녀의 운명 결정권은 현재 그녀에게 있
지 않고 그녀를 면접할 의사들에게 있다. 또한 홀든은 모험을 마치
고 집으로 돌아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학교
에 입학하는 것을 앞두고 있다고 말한다. 어떤 학교에도 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던 홀든이 또 다른 학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그
의 결심과 저항을 무력화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두 작품의
결말은 일견 사회라는 거대한 벽 앞에 패배하고 상처받은 개인의
유약함을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다소 비관적인 결말 속에서도 주인공이 그동안의 모험을
통해 내적 성숙을 이루었고 앞으로 희망적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
이라는 암시는 충분하다. 『호밀밭의 파수꾼』의 경우 『벨 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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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훨씬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것은 우울로부터의 탈
출의 가능성이 홀든에게 더 강하게 제시되기 때문이다. 그 가능성은
다름 아닌 인간관계에서 온다. 타인과의 관계로 인해 늘 상처를 받
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결국 정신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또
다른 긍정적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상당히 모순적
으로 보이지만 평범한 진리이기도 하다. 끝까지 주변의 누구와도 신
뢰와 애정에 바탕을 두는 관계를 정립하지 못하는 에스더와 달리
홀든은 여동생 피비와의 우애를 통해 이전에 그 어떤 인간관계에서
도 경험하지 못한 무한한 행복감을 경험한다. 홀든이 피비의 소중함
을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이전에 수많은 냉혹한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이다. 즉, 홀든은 자신의 혹독한 모험이 없었더라면 피
비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피비는 작품 속에서 유일하게
홀든에게 호의적이고 애정 어린 인물이며 긴 대화를 나누는 인물이
다. 홀든은 “그녀는 나를 많이 좋아한다. 그녀는 나를 꽤 좋아한
다”(156)라고 말하며 피비가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애정을 밝힌
다. 피비는 홀든을 오랜만에 만났을 때 홀든의 목에 팔을 두르고 반
가워하고, 이에 홀든은 그녀가 매우 “다정하고” 자신을 만나 “엄청
나게 기뻐한다”(161)고 생각한다. 또한 피비는 돈을 빌려달라는 홀
든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기 위해 모아두었던 자신의 모든 돈을
망설임 없이 홀든에게 주고, 이에 홀든은 울음을 터뜨린다(179). 이
러한 “동정의 행위”는 홀든을 “두려운 소외”로부터 해방시켜 준다
(Rosen 561). 그리고 홀든은 자신이 아끼는 사냥 모자를 피비에게
줌으로써 피비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을 표현한다. 또한 피비는 비가
오자 홀든에게 모자를 씌워주는 등 다정한 행동을 보여준다. 이처럼
작품 전체에서 오직 피비만이 홀든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인물로
- 120 -

묘사되며 홀든이 이처럼 친밀한 인간관계를 갖는 것은 피비 외에는
아무도 없다. 홀든에게 피비는 무한한 사랑을 주는 자애로운 어머니
이자 구원자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비는 홀든을 “과거의 슬픔에 대한 강박”에서 끌
어내고 “현재 그가 처한 존재론적 상황”으로 그의 주의를 돌리는 역
할을 한다(Rosen 560). 피비는 늘 앨리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홀
든에게 “앨리는 죽었어―오빠는 항상 그 말만 하지!”(171)라고 말함
으로써 홀든이 죽은 앨리에게 집착하면서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
는 것을 지적한다. 홀든이 펜시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학교를 나왔다
고 말하자 피비는 “오빠는 어떤 학교도 다 싫어하잖아. 오빠는 모든
것을 다 싫어하잖아”(169)라고 말하며 홀든의 비관적이고 염세적인
태도를 꼬집는다. 또한 홀든이 아버지를 피해 콜로라도의 목장에서
머물 것이라고 말하자 피비는 “웃기지 마. 오빠는 말도 못 타잖
아”(166)라고 응수한다. 이처럼 피비는 단지 홀든에게 사랑을 주는
인물만이 아니라 이상주의자인 홀든에게 현실을 일깨워주는 인물이
기도 하다.
홀든이 동물원의 회전목마를 타는 피비를 바라보며 느끼는 감정
은 무아지경에 가깝다.
나는 피비가 빙빙 도는 모습을 보며 갑자기 엄청나게 행복했다.
나는 거의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나는 엄청나게 행복했다. 왜인
지는 모르겠다. 그저 그 애가 푸른색 코트를 입고 빙빙 도는 모
습이 너무나 멋지게 보였다.
I felt so damn happy all of a sudden, the way old Phoe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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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pt going around and around. I was damn near bawling, I
felt so damn happy, if you want to know the truth. I don't
know why. It was just that she looked so damn nice, the
way she kept going around and around, in her blue coat and
all. (213)
홀든이 푸른색 코트를 입고 회전목마를 타는 피비를 바라보며 무한
한 행복에 빠지는 장면에서 피비는 성모 마리아의 이미지를 연상시
킨다. 늘 우울하기만 했던 홀든이 작품 속에서 처음으로 행복을 느
끼게 해주는 유일한 대상은 피비이며 따라서 그녀는 홀든에게 구원
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 제랄딘 델루카(Geraldine Deluca)가 지적하
였듯이 샐린저의 모든 작품에서 고통에 찬 인물들에게 위안을 주는
것은 오직 아이들뿐이며 『호밀밭의 파수꾼』에서는 피비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샐린저의 세계에서는 오직 아이들만이 이상
적인 인물로 그려진다(DeLuca 89). 작품 내내 외로움과 우울함만을
토로했던 홀든이 소설의 끝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나는 엄청나게 행
복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앞으로 자신이 피비와의 진실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
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결국 결코 집으로도 돌아가지 않고 다시는
학교에 다니지도 않겠다고 결심했던 홀든의 굳은 마음은 피비의 순
수함과 애정 앞에서 풀어진다. 피비는 홀든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순수함의 표상이자 그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가
되어준다.
한편, 무관심하고 이기적인 사람들로 인해 받은 홀든의 상처는
따뜻하고 애정 넘치는 피비로 인해 치유되고, 그녀의 설득으로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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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든이 가정으로 돌아간다는 결말은 상당히 전통적인 가정 중심의
가치에 바탕을 두고 있어, 사회적 순응에 저항하던 홀든의 모습과는
대조를 이룬다. 샐린저는 바쁘고 아픈 부모의 캐릭터를 설정함으로
써 부모와 자녀 사이의 약화된 유대를 비판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결국에는 유일하게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곳은 가정뿐이라는 메시지
를 전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즉, 그는 가정에 대해 비판적 태
도를 가지면서도 그것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저버리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홀든은 작품의 끝에 이르러 자신이 비난했던 사람들을
그립다고 표현함으로써 작품 내내 견지해왔던 염세적 태도를 누그
러뜨린다. 『호밀밭의 파수꾼』은 다음과 같이 끝을 맺는다.
. . . 나는 내가 얘기한 모든 사람들이 그립다. 예를 들면, 심지
어 스트래들래이터와 애클리까지도. 나는 심지어 그 망할 놈의
모리스까지 그리운 것 같다. 우스운 일이다. 누구에게도 어떤 것
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말라. 만약 그렇게 하면, 모두를 그리워
하게 된다.
. . . I sort of miss everybody I told about. Even old
Stradlater and Ackley, for instance. I think I even miss that
goddam Maurice. It's funny. Don't ever tell anybody
anything. If you do, you start missing everybody. (214)
이것을 보면 홀든이 결코 내부 지향성에만 머무르는 인물이 아니라
타인과의 접촉을 끊임없이 희구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립다고 말한다. 만
약 그가 철저히 내부 지향적인 인물이라면 자신만의 내적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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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긋나는 이들을 끝까지 배척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미래에 이들과
의 관계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희망을 내비치고 있으며, 이는 『호밀
밭의 파수꾼』이 인간에 대한 비판으로 가득하지만 결국 작가가 인
간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홀든이 자
신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까지 포용하는 것은 그가 방황을 통해
정신적으로 성숙하였음을 드러낸다.
그러나 에스더의 경우에는 누구도 피비의 역할을 수행해주지 못
한다. 에스더의 남동생은 작품 속에서 거의 존재가 없다고 할 수 있
다. 작품 속에서 그가 등장하는 몇 안 되는 장면 중의 하나는, 에스
더가 차문을 열고 강물로 뛰어내리지 못하도록 어머니와 함께 차의
손잡이를 잡는 것이다. 이때 에스더는 벨 자의 공기가 뭉치는 것을
느끼는데 이것으로 보아 남동생 역시 에스더를 구원해줄 인물로서
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 에스더는 자신이 언제나 숨 막히는 벨 자
안에 갇혀 있다고 믿으며 벨 자가 들어올려진다 하더라도 언제 어
디서든 그것이 다시 내려올 수 있다고 말한다. 즉, 그녀는 자신과
세상 사이의 단절과 그로 인한 자신의 우울을 늘 예상하고 있으며
그것이 절대 극복될 수 없는 문제임을 절망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벨 자』역시 『호밀밭의 파수꾼』과 마찬가지로 완전
히 비극적인 것은 아니다. 에스더는 자신을 괴롭게 했던 과거의 기
억들을 떠올리며 “나는 모든 것을 기억했다. 그러나 그것들은 나의
일부였다. 그것들은 나의 풍경이었다”(237)라고 말하며 자신의 과거
를 부정하기보다는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로 포용했음을 드러낸다.
이는 그녀가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 정신적으로 성숙해졌음을 알게
해준다. 또한『벨 자』는 에스더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끝
나지 않고 그녀가 말끔하게 차려 입은 채 면접장소 안으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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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면으로 끝을 내고 있다.
나는 닫혀 있는 회의실 문에 계속 초조한 눈초리를 보냈다.
나의 스타킹 솔기는 반듯했고 나의 검은 신발은 갈라졌으나 윤
이 났고 나의 빨간색 모 정장은 나의 계획대로 화려했다. 어떤
것은 낡았고, 어떤 것은 새로웠고. . . .
하지만 나는 결혼은 하지 않을 것이었다. 나는 두 번 태어나
는 데에는―덧대지고, 다시 밟아지고, 승인되는 데에는―어떤 의
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가 적절한 말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 놀런 박사가 어디에선가 나타나 내 어깨를 만졌다.
“좋아, 에스더.”
나는 일어나서 열린 문까지 그녀를 따랐다. . . .
눈들과 얼굴들이 모두 저절로 나에게로 향했고 나는 마치
마법의 실처럼 그것들에 이끌려 방안으로 발걸음을 내딛었다.
I kept shooting impatient glances at the closed boardroom
door. My stocking seams were straight, my black shoes
cracked, but polished, and my red wool suit flamboyant as
my plans. Something old, something new. . . .
But I wasn't getting married. There ought, I thought, to
be a ritual for being born twice―patched, retreaded and
approved for the road, I was trying to think of an appropriate
one when Doctor Nolan appeared from nowhere and touched
me on the shoulder.
"All right, Esther."
I rose and followed her to the open door. . . .
The eyes and the faces all turned themselves toward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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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guiding myself by them, as by a magical thread, I
stepped into the room. (243-244)
에스더가 화려한 정장을 차려입은 것은 자신이 퇴원하게 될 것이라
는 희망에 그녀가 들떠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에스더가 “두 번
태어나는 것”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그녀가 병원을 나가 새로운 인
물로 재탄생하게 될 것임을 추측하게 해준다. 놀런 박사가 긴장한
에스더를 응원하는 것 역시 면접의 결과가 긍정적일 것임을 암시해
주고, 그녀가 자신을 면접의 장소로 이끈다고 생각하는 “마법의 실”
역시 그녀에게 희망적인 미래가 있을 것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비록
에스더의 재탄생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을 추측할 수는 있다.
만약 플라스가 진실로 에스더를 가두고 있는 벨 자가 결코 들어올
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아마도 에스더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채로 작품은 끝이 났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대신에 면접 장소
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으로 작품을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은 에스더
의 정신적 성장을 드러냄과 동시에 에스더에게 마지막 희망의 가능
성을 열어두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벨 자』와 『호밀밭의 파수꾼』은 동일한 사회적 맥락에 있는
두 젊은이의 고통스런 성장을 보여준다. 두 소설의 주인공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로부터 분리됨을 경험함으로써 고통을 겪는다. 헤겔은
개인이 자신의 특정성과 보편성 사이에서 필연적으로 갈등하지만
결국 개인의 특정성은 보편성에 굴복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갈
등은 성장의 과정에서 누구나 겪는 것이겠으나 홀든과 에스더의 갈
등이 특별히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그들은 보편성 앞에 굴복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개인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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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들은 자신을 사회로부터 떼어놓고자 애
를 쓴다. 이처럼 사회의 보편적 가치들을 버리고 자신만의 가치를
정립하고자 하는 것은 ‘성장의 고통’을 수반하고 이것이 우울과 죽
음충동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두 작품이 반드시 ‘젊은이들만의’ 문제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겪는 문제는 1950년대 당시 미국사회에서 누구나 겪
을 수 있는 문제이다. 다만,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들에
게 그러한 문제들이 더욱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을 뿐이다. 성장소설이 단지 “주인공의 개인적 성장사”나
“주인공의 내면적인 성장과정을 다룬 소설”일 뿐만 아니라 “그 시대
의 본질적인 문제와 대결한 작가의 자서전적인 체험의 기록”이자
“그 주인공의 교양에 영향을 주는 그 시대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작자의 비판과 통찰”이 담겨있다는 사실(이보영 13-15)을 상기할
때, 두 작품은 개인의 성장기록일 뿐만 아니라 당시의 시대상―이를
테면 물질주의와 획일주의―에 대한 작가의 숙고와 비판을 담고 있
다. 작가는 당시대의 문제점들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개인의 소
외와 우울 그리고 그로 인한 개인의 정신적 붕괴의 과정을 묘사함
으로써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두 작품이 1950년대라는 배경 하에서
만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두 작품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는 사회와 개인 사이의 갈등과 이로 인한
인간의 소외와 우울을 가늠해볼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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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solation and Depression in The
Bell Jar and The Catcher in

the Rye

Lee Yujeong
Dept. of Foreign Language Education (English Major)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aims to ponder upon the issue of the
protagonists' depression and to explore the causes of isolation in
The Bell jar(1963) by Sylvia Plath and The Catcher in the
Rye(1951) by J. D. Salinger which have been discussed together
as Bildungsroman for a long time.
The authors express the protagonists' urge or desire for
death along with their severe depression by placing the images
of death throughout the entire works. In The Bell Jar, the image
of the bell jar in the lab and the image of a dead fetus are
central. The bell jar, a vacuous glass tube, is a place where the
- 133 -

inflow of the air from outside is blocked and thus the creature in
it may be suffocated. Also, although its transparency makes it
perfectly possible for a person trapped in it to see outside, it
blocks him or her from participating in the outside world.
Meanwhile, the image of a dead fetus is connected with 'failure'
or 'incompleteness.' The appearance of a baby who lost its life
without having reached its final week before birth equals to the
self-image of the protagonist who is in despair for she has not
accomplished her settled goals. Esther combines the image of the
bell jar and the image of the dead fetus, thus expressing herself
'the dead baby in the bell jar.'
Among the many death images in The Catcher in the Rye,
the most noteworthy one is the image of 'dead Alley'. Holden
feels guilty and fear at the same time toward his brother Alley's
death. That is, he is afraid that anytime Alley may bring him to
death. He seems haunted by the delusion of Alley, talking
ceaselessly to him. Also, the image of ducks in the Central Park
represents Holden's obsession for death. Holden compulsively
asks others about the safety of the ducks during winter and is
deeply concerned that they may become frozen to death. That he
worries about the death of the ducks exposes his anxiety about
his own death. He identifies himself, wandering in cold weather
without any place to rest, with the condition of the ducks which
will have no place to go after the lake freezes.
Alienation is the cause of depression Esther and Hol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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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ffer; they are alienated from the society and people around
them. Their alienation is complexively affected by the social
context and their own personal experience. In terms of the social
context, the economic affluence in America after the World War
II has brought about materialism, which the two protagonists do
not accept. Additionally, the pressure of social conformity based
on economic affluence is burdensome for them. The androcentric
society which forces a woman to take the role of only wife and
mother within the fence of home causes Esther to distress
herself. Also, Holden criticizes the way of thinking and behavior
of people in the social mainstream and evaluates them as
'phonies.' Instead, he reveals his sympathy and affection toward
minorities who act following their own faith regardless of others'
ideas.
Not only this social context but also personal experiences
affect the alienation of the two protagonists; Esther and Holden
in common go through failure in relationships. In the first place,
they fail to establish any appropriate relationship with parents,
which is supposed to be the basis of all kinds of other
relationships. While Esther misses her dead father sho lost at a
young age, she attributes the cause of his death to her mother,
hating her extremely. Whereas the emotions Esther bears toward
her parents are very intense, Holden's emotions for his parents
are almost blank. The influence from his parents on him is very
little and the bond between Holden and his parents is weak.
- 135 -

Holden does not build any meaningful relationship with his busy
father and his sick mother.
Esther and Holden relate to many people they meet in only a
superficial way. They have no ones they may call 'friends' and
the people they meet just slide by without any heartful
communication occurring. They find nobody to whom they may
confide their own torment.
No one but Holden's younger sister Phoebe is suggested as a
sole possibility to save him from his depression. Unlike other
materialistic and phony people, Phoebe is described as a pure and
devoted one. On the other hand, Esther, who has no one like
Phoebe around her, handles her agony alone to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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