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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스티븐스(Wallace Stevens)의 장시 「최상의 허구를 향한 소고」(이하「소
고」(“Notes toward a Supreme Fiction”)는 그의 시의 요체인 최상의 허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작품이다. 스티븐스는 「소고」에서 “최상의 허구”를 
이루기 위해서 전제 조건에 해당하는 세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진 , “추상적 이
어야한다”(It Must Be Abstract), “변화해야 한다”(It Must Change), 그리고 
“즐거움을 주어야한다”(It Must Give Pleasure)고 유기적으로 명제를 표현한
다.

제 1부 “추상적 이어야한다”에서 스티븐스는 실재(reality)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구태의연한 관념들을 청산하고 “순수한 사람”(ignorant 
man)(CP 380)의 눈으로 모든 사물을 “개괄”(abstraction)(CP 388)해서 “최초
의 개념"(first idea)(CP 381)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사람이 바로 
“거인”과 “주요한 인간”(major man)(CP 387)이라고 역설한다. 제 2부 “변화해
야한다”에서 변화는 죽음과 파멸을 가져와 우리를 슬프게 하기도 하지만 반대
로 삶의 활력 있는 생동감을 주기도 한다. 상상력과 결합해서 변화는 지속적으
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대조적인 기법으로 보여준다. 제 3부 “즐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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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어야 한다”는 우리의 인생과 세계에서 사랑과 삶에 대한 의미를 성찰한
다. 또한 상상력과 실재의 조화로운 통합을 이루고 추상과 변화를 통해 최상의 
허구에 도달하는 인간 정신의 행위와 실재가 결합하여 나오는 즐거움을 그리
고 있다. 

스티븐스에 따르면 “시인은 우리가 끊임없이 의지하는 세계를 창조하면서 
그 세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인생에 최상의 허구를 주는”(he [the 
poet[ creates the world to which we turn incessantly and without knowing 
it and that he gives to life the supreme fictions(NA 31)사람이다. 그러한 시
인이 창출하는 “최상의 허구가 아니면 우리는 세계를 알 수가 없”(The 
supreme fictions without which we are unable to conceive of it.) (NA 31)
다. 이처럼 시인이 만들어내는 최상의 허구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 필수
요소인 것은 시인이 살아가는 세계와 그 속에서 군상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
들에 대한 끊임없는 명상을 통해 통합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이기 때문
이다. 

스티븐스 자신도 최상의 허구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그의 
서한집에서 밝히고 있지만(L 435) 「소고」는 최상의 허구에 대한 특징과 통
합의 과정을 잘 보여주는 시이다. 그가 최상의 허구에 대한 정의가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는 아마도 변화하는 실재에 대응하는 상상력의 결과물이 순간적이
며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
다. 어떤 것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그 순간에 그 본질은 사라지게 된다. 그러므
로 최상의 허구는 확고부동한 절대불변의 개념이 아니라 그가 시를 써 나아가
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동적인 결과물이다. 분명한 것은 시가 최상의 허구를 
찾기 위해서 상상력으로 끊임없이 모색하고 대응하는 창작행위라는 것이다. 
다만 최상의 허구를 창조하기 위해서 “진정한 실재(true reality)는 있는 그대
로의 상태로 남아있지 않고, 상상력을 통해 최상의 허구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
없이 변화한다” (이한묵, 정성연 53). 

스티븐스의 표현을 빌리면 “최상의 진리는 그것이 허구라는 것을 아는 것이
고 또 그것을 기꺼이 믿는 것”(The exquisite truth is to know a fiction and 
that you believe in it willingly.)(OP 163)이다. 또한 시인은 부단히 상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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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최상의 허구를 만들어 내야하고, 이 최상의 허구를 통해서 창조되는 
“시적 진실은 실재와의 합의”(poetic truth is an agreement with reality NA 
54)라는 것을 끊임없이 꿈꾸면서 “최초의 개념”(first idea) 과 동일한 실재와
의 완벽한 일치를 도모해야하는 지속적인 시인 정신의 행위가 바로 “정신의 진
정한 중심”(the spirit's true center)(OP 177)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시는 세계의 일부(Tony Sharpe 165)이고 시의 대상이 사물을 포함하는 인
생인 만큼 “실재는 인생이고 인생은 사회이며 또한 상상력과 실재이기 때문에 
결국 상상력과 사회 또한 서로 분리할 수 없다”(NA 28)고 스티븐스는 역설한
다. 이 역설을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소고」가 스와즈( Daniel Schwarz)의 
주장대로 “불가피한 사회적, 정치적 절망에 대한 보상”(148) 으로서의 시가 아
니라 정체되어 있지 않고 부단히 변화하는 실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상상
력과의 끊임없는 상호의존 속에서 새로운 허구를 창출한다는 것을 밝히고, 또 
스티븐스 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최상의 허구와 그것을 향한 전제조건에 해
당하는 명제들과 그 명제들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통합을 이루어 가
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최 의 개념

먼저 제 1부 1편에서 시인은 젊은 시인 지망생인 이피비(ephebe)에게 태양이
라는 실체를 직시하기 위해서 “순수한 사람”(ignorant man)이 되어 “순수한 
눈”(ignorant eye)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피비여, 개념을 인식하면서 시작하라
이 허구, 이 창조된 세계에 대한, 
태양에 대한 생각할 수 없는 개념을. 

그대는 다시 순수한 사람이 되어
순수한 눈으로 다시 태양을 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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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의 개념으로 분명히 보아라. 

포이보스는 죽었다, 이피비여. 그러나 그는
결코 이름 지을 수없는 무언가에 대한 이름이었다.
태양에 대한 계획이 있었고 또 있다. 

Begin, ephebe, by perceiving the idea 
Of this invention, this invented world,
The inconceivable idea of the sun.

You must become an ignorant man again
And see the sun again with an ignorant eye
And see it clearly in the idea of it.

Phoebus is dead, ephebe. But Phoebus was
A name for something that never could be named.
There was a project for the sun and is.(CP 380-81)

   
태양을 우리가 흔히 태양이라고 하는 고정된 개념으로 인식하지 않고 사물 있
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본다면 “태양은 이름이 없어야한다”(The sun must bear 
no name).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태양에 대한 이름을 붙
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인은 은유를 사용해서 “황금을 흔드는 자”(gold 
flourisher)(CP 381)라고 명명한다. 그러한 태양을 바로 보려면 기존의 개념에
서 벗어난 “순수한 눈”으로 볼 때에만 가능하다. 무지하다는 것은 아는 것이 없
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전통적이고 고정된 관념을 배제하고 사물을 있
는 그대로 볼 줄 아는 원초적인 인식 상태를 뜻한다. 스티븐스에게 “무지는 시
의 자료 중의 하나”(Ignorance is one of the sources of poetry)(OP 173)이
며, 그에게 무지는 “추상”이라는 말과 접한 관계가 있는 어휘다. 추상에 대한 
리들(Joseph N. Riddel)의 주장처럼 “추상은 순수한 실재로 가는 한 방
법”(166)이다.

시간 속에서 덧입은 껍데기를 벗긴 실체를 제대로 만나기 위해 추상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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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인에게 필수적인 것이다. 그래서 스티븐스는 최상의 허구를 얻기 위해 가
장 먼저 취해야 할 것이 “추상적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추상”은 “최초의 개
념”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최초의 개념은 상상된 것이
다”(The first idea is an imagined thing)(CP 387). 즉 기존의 고정된 가치를 
배제하고 근원적이고 순수한 상태로 돌아가서 “실재에 대한 새로운 지식”(a 
new knowledge of reality)을 습득하기 위해 상상력의 힘으로 사물을 허구로 
개괄해야 한다.

  최초의 개념에 대한 표현은 2편에서 8편까지 계속되고 있다.

 최초의 개념으로, 이러한 허구의 중심으로
우리를 다시 보내는 것은
아파트들의 더할 나위없는 권태감; 그러나 진리의 능욕은
 
아주 해롭다, 진리 자체에도
아주 치명적이다. 최초의 개념은
시인의 은유 속에서 은둔자가 된다

그는 종일 오가고 또 오간다. 
최초의 개념에도 권태감이 있을까?
아니면, 대학자여. 다른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It is the celestial ennui of apartments
That sends us back to the first idea, the quick
Of this invention; and yet so poisonous

Are the ravishments of truth, so fatal to
The truth itself, the first idea becomes
The hermit in a poet's metaphors,

Who comes and goes and comes and goes all day.
May there be an ennui of the first idea?
What else, prodigious scholar, should there be?(CP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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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아파트와 같은 일상생활이 주는 권태로움 때문에 우리는 최초의 개념
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미 낡은 허구들을 버리고 지금까지 인식하지 못했던 실
재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가능한 최초의 개념을 지닌다면 최상의 허구를 향한 
통합을 이룩할 수 있다. 이러한 최초의 개념은 상상력을 지닌 시인의 은유 속
에서 만들어진다. 시인이 표현하는 최초의 개념으로 우리는 변화하는 실재의 
세계에서 그것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그 최초의 개념이야말로 핵심이 
아니겠는가라는 뜻의 의문문을 던지고 있다. 이러한 최초의 개념과 추상은 최
상의 허구를 향한 통합에서 본질적인 요소이다. 시인은 이러한 최초의 개념이 
애초에는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인간의 역사에 대한 근원을 찾아 
최초의 개념과 시에 대한 관계를 펼치고 있다.

최초의 개념은 우리의 것이 아니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이 데카르트의 조상이었다
이브는 공기를 그녀의 거울로 삼았다.

The first idea was not our own. Adam
In Eden was the father of Descartes
And Eve made air the mirror of herself.(CP 383)

최초의 개념은 순수하고 원초적인 아담이 지니고 있었으므로 우리의 것이 아
니다. 바로 그 아담은 이성을 대표하는 “데카르트의 조상이었”고, 제 1편에서 
말한 “허구의 세계”는 우리 인간이 이성으로 만들어낸 세계이다. 태초에 순연
한 에덴동산 같은 낙원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사라져 버리자 인간은 오직 이성의 힘으로 살아왔다. 그러므로 모든 사물을 있
는 그대로 순수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고정된 절대적인 지식에 의존해서 파악
해야만 했다.

제 7편에서 제 10편까지 에서는 최상의 허구에 도달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
할을 하는 “주요한 인간"(major man)에 대해서 그리고 있다. 그 주요한 인간
으로 맥캘러프라는 보통 사람(any name, any man)이 등장한다. 오닐(Michael 
O'Neill)의 말대로 스티븐스는 “보통적인 것”(the normal NA 155)을  갈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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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인이다(223).

최초의 개념은 상상된 사물.
보랏빛 공간에 엎드려 명상하는 거인은
맥컬러프일 것이다. . . .
 
그는 파도나 한 마디나 아니면

파도의 힘이나, 심오한 말에서
제법 위대한 태도와 이해력을, 
습관으로 취할 것이다.

마치 파도는 결코 부서지지 않을 것처럼,
마치 말은
하기 쉬운 것처럼

The first idea is an imagined thing.
The pensive giant prone in violet space
May be the MacCullough. . . . 

He might take habit, whether from wave or phrase,
 
Or power of the wave, or deepened speech.
Or a leaner being, moving in on him,
Of  greater aptitude and apprehension,

As if the waves at last were never broken,
As if the language suddenly, with ease,
Said things it had laboriously spoken..(CP 387)

“주요한 인간”인 맥컬러프는 “명상하는 거인"으로 그려지고 있다. 스티븐스는 
“주요한 인간”은 “우리가 최상의 허구에 대해서 생각한다면....우리는 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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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로 그것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If we are to think of a supreme 
fiction.... we might choose to create it in the image of a man)(L 789)라고 
말하면서 또한 “허구적인 사람”(fictive man)(CP 335)이라고 묘사하기도 한
다. 여기에 나오는 주요한 인간 또한 최상의 허구를 향한 통합에서 매우 중요
한 인물인데, 그 이유는 스티븐스가 최상의 허구에 대한 것을 보통 인간의 이
미지 속에서 찾기 때문이다(NA 155). 

상상력을 통해서 “최초의 개념”에 도달하여 최상의 허구에 다가갈 수 있는 
자가 바로 “주요한 인간"으로 그려지고 있는 보통 사람 맥컬러프이다. 추상화
를 통해서 실재는 보통 사람에게도 적합하게 상상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실재
와 상상력의 통합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보통 사람이 자기 안에서 “복합
적인 존재”(composite being) (L 434) 를 발견할 수 있는지를 명상하고 나서 
제 1부 “추상적이어야 한다”의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제 10편에서는 “주요한 
추상”이 인간의 생각이라고 진술한다.

주요한 추상은 인간의 개념.
주요한 인간은 그것의 해설자, 그의
고유함에서보다 추상 속에서 더 능력 있는,

미세한 것보다 원칙에 더 풍부한,
예외 부분 이상의 존재에서,
행복한 풍요, 꽃다운 풍부한 힘.
 
평범한 역할이 영웅적 역할일지라도.
주요한 추상은 평범한 것.
무생물이며, 묘사하기 어려운 모습. 그게 누구인가?

The major abstraction is the idea of man
And major man is its exponent, abler
In the abstract than in his singular,

More fecund as principle than p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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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fecundity, flor-abundant force,
In being more than an exception, part,

Though an heroic part, of the commonal.
The major abstraction is the commonal,
The inanimate, difficult visage. Who is it? (CP 388)

인간의 대표적인 추상인 주요한 인간은 인간의 개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 
보로스(Gyogy Voros)는 이 시편에서 스티븐스가 “주요한 인간”의 가치를 의
문시한다고 말하지만 (151), 주요한 인간은 최초의 개념을 지닌 시인의 모습
이다. 그러므로 시인은 인간의 개념을 설명하는 해설자이다. 주요한 추상은 평
범하다. 시인의 정신적 활동으로 주요한 추상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생물”이
고 그 형체 또한 표현하기 어렵다. 주요한 인간이 바로 이러한 시인의 모습인
데 (Ronald Sukenick 145) 스티븐스는 “그게 누구인가”라고 반문한다.

III. 변화의 의지

 제 2부 “변화해야한다”에서는 최상의 허구를 달성하는 데 있어 변화가 스티븐
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다. “나는 변화를 믿는다”(Peter 
McNamara 42)라는 신조와 “총체적인 구조는 과정을 기억한다”(James Baird 
211)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변화하지 않고 고정된 기존의 체계에 머무르고 만
다면 끊임없이 움직이는 실재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스티븐스는 
잘 알고 있다. 또 최상의 허구를 이루기 위해서 변화는 “즐거움의 기
본”(Michel Sexson 134)이라는 생각이 무엇보다도 스티븐스에게는 중요한 것
이다. 제 1편은 장면이 마치 한 편의 그림 속에 있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다. 천
사(seraph)와 그림에 나오는 것들을 무시간의 세계에 있으므로 변화를 초월해 
있는데, 우리 인간을 포함한 물상들은 시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묘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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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들이 영원히 가버리지 않을 듯이 윙윙 날아왔다,
마치 히아신스 꽃들도 영원히 지지 않을 것 같았다.
이것도 변하고 저것도 변한다. 그리하여 영속할 것 같은

제비꽃들, 비둘기들, 소녀들, 꿀벌들과 히아신스 꽃들은
영속하지 않는 우주 속에서 변하기 쉬운 원인으로
변하는 물체들이다. . . .

The bees came booming as if they had never gone,
As if hyacinths had never gone. We say
This changes and that changes. Thus the constant  

Violets, doves, girls, bees, and hyacinths
Are inconstant objects of inconstant cause
In a universe of inconstancy. . . .(CP 389)

 
시간을 초월하여 영속할 것 같은 꿀벌들과 히아신스 꽃들은 변화하는 실재의 
위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변하고 만다. “변하기 쉬운 원인”으로 “영속하지 않는 
우주 속에서” 불변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밤하늘”(the blue of night)도 사
라지는데, 우리가 다시 그림을 봤을 때 전혀 변화 없이 그 모습 그대로 남아 
있는 그림의 장경은 “역겨움”(disgust)(CP 390)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세계는 변하고 우리는 변화를 원하는 것이다. 스티븐스가 “우리가 죽음을 무시
하거나 망각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 속에서 살지도 않는다. 인생은 항
상 새롭다; 항상 시작하는 것이다. 허구는 이러한 시작의 일부분이다”(We 
cannot ignore and obliterate death, yet we do not live in memory. Life is 
always new; it is always beginning. The fiction is part of this beginning)(L 
434)라고 주장하고 있듯이 변화는 새로움을 가져다주고 이러한 변화는 최상
의 허구를 위한 통합의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이어지는 제 4편은 스티븐스 시에 있어서 중심적인 이미지로 등장하는 상반
되는 두 가지 사물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펼치고 있다. 일별하면 두 사물은 
대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호침투(interpenetration)하여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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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으켜 보완하는 긴 한 관계이다. 

상반된 두 사물이 서로
의존하는 것 같다. 남자가 여자에게
낮이 밤에, 상상된 것이

실제적인 것에. 이것이 변화의 기원이다.
겨울과 봄, 차가운 교미자들이
포옹하면 특별한 황홀경이 나타난다.

음악이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열정과 감각처럼 침묵위에 떨어진다.
아침과 오후는 서로 악수 한다

남과 북은 하나의 고유한 짝이다
태양과 비는 둘이다, 온통 초록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 걸어가는 두 연인들처럼.

동반자는 그를 변화시키는 것에 참가한다.
어린이는 만지는 물체나 몸체에서
성격을 형성한다. 선장과 선원들은

하나이고 선원과 바다도 하나다.
오, 나의 친구여, 나의 동료여, 나의 자아여,
누이와 위안, 형과 기쁨이여, 따르라 이러한 것을.

Two things of opposite natures seem to depend
On one another, as a man depends
On a woman, day on night, the imagined

On the real. This is the origin of change.
Winter and spring, cold copulars, embrace
And forth the particulars of raptur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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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falls on the silence like a sense,
A passion that we feel, not understand.
Morning and afternoon are clasped together

And North and South are an intrinsic couple
And sun and rain are a plural, like two lovers
That walk away as one in the greenest body

The partaker partakes of that which changes him.
The child that touches takes character from the thing,
The body, it touches. The captain and his men

Are one and the sailor and the sea are one.
Follow after, O my companion, my fellow, my self,
Sister and solace, brother and delight.(CP 392)

변화는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두 가지 상반된 것들이 상호 의존하고 관계함으
로써 끊임없이 움직이는 힘이다. 상반된 것들의 속성은 그 대상에 대한 지속적
인 주고받기이다. 여자와 남자, 낮과 밤, 상상된 것과 실재적인 것, 겨울과 봄, 
음악과 침묵, 북쪽과 남쪽, 태양과 비는 각자의 고유한 특성을 지닌 채로 서로 
보완작용을 통해 상대와 결합한다. 그것들은 서로 “의지하고,” “포옹한다.” 그 
결과로 “황홀경”이 나온다. 그 황홀경이 바로 통합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변화
는 새로운 탄생을 가져온다. 이러한 변화의 기원을 블룸(Harold Bloom)은 “사
랑”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최초의 개념 속에서의 사랑이다(193). 
이러한 사랑이 최상의 허구를 향한 통합의 양상에서 필수적인 까닭은 그 사랑
이 즐거움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인은 이러한 이치를 친구들과 
자아와 형제들에게 따르라고 강력하게 설파한다. 

마지막 편에서 시인은 “수사법 극장”(Theatre of Trope)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벤치에 앉아 호수를 바라보면서 상상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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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풍은 백조들이 거기에 맞추어 뛰어 노는
음악, 동작, 힘, 변화시키는 의지이고,
빈 곳에 무지개 빛 무늬를 만드는 의지이다.

변화 시키는 의지가 있었다, 필수적이고도
그리고 현재의 방식, 표현, 일종의
덧없는 세상, 영속적이어서 부인할 수 없는 의지가 
있었다

은유로 우리의 시선을 끄는
방랑자의 눈빛, 우발적이라는 말은
충분하지 않다. 변형의 신선함은
  
세상의 신선함이다. 그것은 우리의 현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것이다. 우리 자신의 신선함,
우리가 들여다보는 거울을 닦는 것이

필요하고 보여줘야 하는 일이다.
 
The west was the music, the motion, the force
To which the swans curveted, a will to change,
A will to make iris frettings on the blank.

There was a will to change, a necessitous
And present way, a presentation, a kind
Of volatile world, too constant to be denied,

The eye of a vagabond in metaphor
That catches our own. The casual is not
Enough. The freshness of transformation is

The freshness of a world. It is our own
It is ourselves, the freshness of ourse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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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at necessity and that presentation

Are rubbings of a glass in which we peer.  (CP 397-98)
                  

여기에서 변화의 기본은 시간이다. 시간은 존재에 대한 창조자이자 파괴자이
다. 시간을 통해 인생은 변화 속에서 재충전 된다. 호수 위에서 부는 서풍은 음
악이고 백조들의 동작과 같고 강력한 힘이다. 그래서 서풍은 “변화하려는 의
지”다. 그것은 호수 위에서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자연의 의지
(Sukenick 152)이고 “시간의 심오한 구조에 대한 비유”(figure for the deep 
structure of time)(Thomas Hines 194)이다. 실재의 무한한 변화에 대해서 
시인의 상상력이 제대로 사물의 본질을 파악했을 때, 즉 거울의 먼지를 깨끗하
게 계속해서 닦아내어 최초의 개념을 획득했을 때 상상력과 실재는 통합의 기
쁨을 얻게 되는 것이다.

IV. 즐거움의 최상의 허구 

 최상의 허구를 위한 통합의 과정에서 필요한 추상적이어야 하고 변화해야 하
는 다음 단계는 즐거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재와 상상력의 통합으로 최
상의 허구는 즐거움(pleasure)을 우리에게 주어야 한다. 쿡(Eleanor Cook)은 
스티븐스가 “즐거움”의 뜻으로 성경적 의미의 “joy"를 쓰지 않고 “pleasure"를 
쓴 이유는 우리 보통 인간에게 평범한(lowered) “pleasure”라는 단어가 더 어
울린다고 적절하게 설명한다(227). 

즐거움은 「고통의 미학」(“Esthetique du Mal")이라는 그의 또 다른 장시
에서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고통과 함께 스티븐스시에서 인간 존재에 대한 포
괄적인 견해를 나타낸다. 그러나 스티븐스의 견해는 블랙머(R.P Blackmur)가 
밝히고 있듯이 존재의 철학(philosophy of existence)이 아니다(195). 스티븐
스는 말을 이용해서 미학적인 질서를 부여하는 시를 쓰는 시인이므로 “미학적 
질서는 모든 질서를 포함하지만 단지 그것들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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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sthetic order includes all other orders but is not limited to them)(OP 
166)라고 주장한다. 

먼저 제 4편에서는 선장과 보다라는 여인이 “캐토바”라는 곳에서 거행하는 
“신비한 결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캐토바에서 신비한 결혼이 있었다.
위대한 선장과 처녀 보다의
결혼이 한낮에 열렸다.

위대한 선장은 한결같은 언덕인 캐토바를 사랑했다
그래서 그곳에서 찾은 보다와 결혼했다
보다는 선장을 사랑했다 태양을 사랑한 것처럼.

그들은 결혼 장소가 그들이 사랑한 곳이었기에
결혼을 잘한 것이었다. 그곳은 천국도 지옥도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있는 사랑의 주인공 들이었다.

There was a mystic marriage in Catawba,
At noon it was on the mid-day of the year
between a great captain and the maiden Bawda.

The great captain loved the ever-hill Catawba
And therefore married Bawda, whom he found there,
And Bawda loved the captain as she loved the sun.

They married well because the marriage-place 
Was what they loved. It was neither heaven nor hell.
They were love's characters come face to face. (CP 401)

                     
   

위대한 선장과 처녀 보다가 처음에는 결혼하기를 거부했다가 캐토바라는 지명
이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상상력과 실재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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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son 138)이기 때문에 결혼을 한 장소였고, 또 그 “장소는 우리에게 의존
하는”(a place dependent on ourselves)(CP 401) 실재의 장소이기 때문에 의
미가 깊다. 스티븐스는 “인생은 장소에 관한 일”(life is an affair of 
places)(CP 158)이라고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 그리고 결혼 이미지는 남녀가 
서로 자기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상대와 보완하고 의지해서 통합을 이루
는 중요한 요소다. 여기서는 상상력을 나타내는 “위대한 선장”과 실재를 상징
하는 “처녀 보다”의 결혼 이미지를 통해 상상력과 실재의 조화로운 통합을 보
여주고 있다. 이어지는 제 5편에서 제 7편까지는 상상력을 의인화한 “주요한 
인간”인 캐논 아스피린의 이야기가 들어있다.

긴 한밤중에 캐논이 잠들자 범사가
하품으로 사라져 버렸을 때.
무(無)는 알 몸, 한 점이었다.

그 너머로 사실은 사실로 나아갈 수 없었다.
거기서 그의 지식은 다시 한 번 밤의 창백한
빛을 생각했다....

             . . .     그는 사물들
서로 포용하는 총체적이고, 복합적이고,
쌓이는 조화를 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When at long midnight the Canon came to sleep
And normal things had yawned themselves away,
The nothingness was a nakedness, a point,

Beyond which fact could not progress as fact.
Thereon the learning of the man conceived
Once more night's pale illuminations......

 . . . .He chose to include the things 
That in each other are included, the w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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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plicate, the amassing harmony. (CP 402-403)  

스티븐스는 캐논 아스피린에 대해서 “복잡한 사람: 캐논 아스피린이(그는 특별
히 자기 자신의 정신의 모든 계획을 탐구했다) 말하자면, 그의 누이와 그 아이
들을 충족시키는 허구를 얻지 못하고 돌아온다”(The sophisticated man: the 
Canon Aspirin, (the man who has explored all the projections of the mind, 
his own particularly)comes back, without having acquired a sufficing 
fiction, --to, say, his sister and her children)(L 445)고 설명한다. 캐논이 
한밤중에 명상을 하면서 그의 누이에 대해 “알 몸, 한 점이었다 / 그 너머로 사
실은 사실로 나아갈 수 없었다”고 결론짓고 그는 “생각이 생각으로 나아갈 수 
없는”(thought could not progress as thought)곳인 “밤하늘의 꼭대기”(utmost 
crown of night)(CP 403)라는 그의 정신의 무한한 공간 속으로 도망친다. 생
각 끝에 그는 “서로 포용하는 총체적이고, 복합적이고, / 쌓이는 조화를 포용하
기로” 결정했다. 다시 말하면 상상력과 실재가 통합하여 조화로운 모습으로 나
타나는 것이다.

“즐거움을 주어야한다”의 10부는 실재를 나타내는 “살찐 여인”을 비롯해서 
땅, 여름, 밤을 의인화시켜서 시인의 상상력을 통해 통합을 이룬다.

살찐 여인아, 지구여, 나의 여름, 나의 밤이여,
어찌 나는 차이 속에서 그대를 찾고, 거기
움직이는 윤곽에서, 미완의 변화에서 그대를 보는가?

어느 휘황찬란한 거리에서, 느낌이 온 대로
나는 그대를 나의 초록, 나의 흐르는 세계라고 부르게 될 때
그대는 수정 속이 아닌 곳에서는 회전을 멈추리라.

Fat girl, terrestrial, my summer, my night,
How is it I find you in difference, see you there
In a moving contour, a change not quite completed?

Until flicked by feeling, in a gildered st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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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call you by name, my green, my fluent mundo.
You will have stopped revolving except in crystal. (CP     

  406-07)
                                      

살찐 여인은 땅이라고 스티븐스는 말한다(L 426). 변화하는 실재의 모습을 시
인은 “차이”에서 찾아야 하고 “움직이는 윤곽에서, 미완의 변화에서” 봐야 한다
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녀를 정의하는 것은 그녀를 특정 짓는 것이고, 그녀를 
특징 짓는 것은 상상력을 통해서 그녀를 변형시키는 것이다(Sukenick 159). 
그녀는 시인의 상상력이 발휘되어 생긴 “휘황찬란한 거리”에서는 순간적으로 
변할지라도 수정 속처럼 그 존재가 뚜렷해질 것이다. 오직 그녀는 “감정의 결
과로 나오는 허구”(The fiction that results from feeling)(CP 406)를 통해서
만 실체가 드러난다. 사랑의 결정체인 수정 속에서 시인은 여인과 따뜻한 결합
을 이룬다. 사랑의 모티프는 스티븐스 시에서 매우 중요한 이미지중의 하나다. 
다시 말하면 상상력의 시인은 변화하는 실재의 본질을 파악하여 통합을 이루
어 최상의 허구로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소고」의 종결부(coda)는 시인이 창조하는 허구에 대한 전반적인 필요성
을 강조하면서 병사에게 말을 하는 식으로 마무리한다. 상상력을 나타내는 시
인과 실재의 상징인 병사의 결합(Sexson 144)으로 창조되는 자아에 대한 생
각을 그리고 있다.

병사여, 정신과 하늘 사이에, 생각과
밤과 낮 사이에 전쟁이 있다. 그것은
시인이 항상 태양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의 방에서 베르길리우스 가락에
달을 기워서 만들기 때문이다. 위 아래로,
위 아래로. 그것은 결코 끝나지 않는 전쟁이다.

얼마나 소박하게 허구의 영웅이 실재적인 것과 어울리는가;
얼마나 기쁘게 병사는 적절한 말들로 죽어 가는가,
만약 그가 충실한 말이라는 빵으로 살아가고 살아야만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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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dier, there is a war between the mind 
And sky between thought and day and night. It is
For that the poet is always in the sun,

Perhaps the moon together in his room 
To his Virgilian cadences, up down,
Up and down. It is a war that never ends.

How simply the fictive hero becomes the real;
How gladly with proper words the soldier dies,
If he must, or lives on the bread of faithful speech. (CP   

  407-08)

태양이라는 실체 속에서 시인은 끊임없이 전쟁이라는 정신적인 활동을 한다. 
실재의 본 모습을 통찰하기 위해서 시인의 그러한 전쟁은 그가 부단하게 치열
한 시 창작을 하는 한 “결코 끝나지 않는다.” 그런 지속적인 시인의 노고로 창
조되는 시가 없다면 “병사는 불쌍한”(the soldier is poor)(CP 407)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말을 바꾸면 최초의 개념을 가지고 모든 사물을 추상화 시켜서 
최상의 허구를 창출해내는 “허구의 영웅”이 없다면 실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만다. 상상력과 실재의 절대적인 필요성과 그 둘의 통합의 중요성을 명징
하게 표현한 것이다.

V. 결론 

 지금까지 고찰해본 것처럼 우리는 스티븐스가 말하는 최상의 허구를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고정관념과 기존의 모든 허구들에서 벗어나 사물을 제대로 
보고 실재를 있는 그대로 파악할 수 있는 최초의 개념을 가지고 추상화해야 한
다. “추상적이어야 한다”에서 최상의 허구에 도달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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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 사람”(ignorant man)이 “순수한 눈”(ignorant eye)(CP 380) 으로만 
지닐 수 있는 “최초의 개념”(first idea)(CP 381)이다. 최초의 개념은 모든 기
존의 덧개를 허물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개괄”(abstract)의 상태이
다. 추상이란 말은 “결국에는 상상력과 실재가 통합한다는 가능성”(a 
possibility that imagination and reality may be united after all)(J. Hillis 
Miller 248)을 나타내는 말이다. 스티븐스가 최상의 허구를 향한 통합에 있어
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이라는 점을 역설하는 표현이 추상에 가까운 “주요한 
인간”(major man)과 “순수한 사람”임이 드러난다.

두 번째로 “변화해야 한다”에서는 실재가 변화를 계속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 변화를 제대로 간파하기 위해서는 최상의 허구도 끊임없이 변화
해야 한다. 자연의 물상에서 영속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시간 속
에서 속절없이 사라지고 말지만 변화는 즐거움을 주는 기본(Sexson 134)이므
로 부단한 변화는 무시간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다. 또한 변화는 새로움
을 가져다주고 이러한 변화는 최상의 허구를 위한 통합의 과정에서 반드시 필
요한 요소이다.

“즐거움을 주어야한다” 세 번째 요건이 최상의 허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
한 사항인데 그 이유는 스티븐스 시에서 모든 통합의 기본은 사랑으로 시작하
여 그 결과로 즐거움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남자와 여자, 상상력과 실재, 남과 
북, 여름과 겨울, 아침과 오후, 태양과 비 등과 같은 자연의 두 가지 상반된 사
물들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상
대와의 조화로운 결합을 통하여 나오는 즐거움이다.

스티븐스는 시인의 멈추지 않는 정신적인 활동으로 지속적인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새로운 상상력 창출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토대위
에 상상력과 실재의 완전한 통합은 최상의 허구가 즐거움이라는 또 다른 활력
소를 우리에게 가져다주기 때문에 신이 부재하는 현대에 시가 우리들이 신을 
대신할 수 있는 신념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스티븐스의 「소고」는 인간 정신의 부단한 행위로서 추상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꾀하고 그리고 즐거움을 주는, 최상의 허구를 위한 통합에 부합하는 시
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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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Unity for Supreme Fction in “Notes toward a 

Supreme Fiction”

Kim, Youngil (Kyungin Women’s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unity of two opposite things in a poem, 
“Notes toward a Supreme Fiction.”  Stevens presents three propositions to 
fulfill the Supreme Fiction. They are “It Must be Abstract,” “It Must 
Change,” and “It Must Give Pleasure.” There are some significant elements 
for the supreme fiction. 

In “It Must be Abstract”, “Abstract,” “first idea,” and “major man" are 
important ideas for the supreme fiction. The first step, Stevens argues, for 
the  supreme fiction is, the poet should annihilate all existing fictions. The 
abstract does not exist, but it is certainly immanent. That is to say, the 
fictive abstract is immanent in the mind of the poet. “First idea” is 
obtained only by those who have a fictive abstract. “Major man” who has 
first idea and abstract is essential to complete the supreme fiction. In “It 
Must Change,” change is the process of becoming and it is part of the act 
of imagination, by which we can perceive the world and reality. In “It Must 
Give Pleasure,” Stevens believes that men have a strong desire to know 
everything and they name things for the purpose of their desire. Their 
naming is fiction, for they are not the things themselves. But Stevens 
knows that to fulfill the desire for knowledge is impossible and he 
cherishes the fluid moments when we create poems. 

This study aiming on some aspects of unity of “Notes toward a Supreme 
Fiction" shows another perspective of his major concerns. His poetry pl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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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reat role in giving man and the world truth as a belief and pleasure in 
life. Even though the supreme fiction cannot be reached, the effort to fulfill 
it is so cherishable that it is always toward our spirits and bodies.  

 
Key Words: imagination, reality, unity, supreme fiction, abstract, first 

idea, major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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