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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는 전체적으로 ‘마음의 일탈-마음의 회복’의 서사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뉘우침을 뜻하는 ‘有悔氏’라는 매개 인물이 등장하는 제

16회를 작품의 正中央에 두고 전반부와 후반부의 서사를 정교하게 

안배한 점이 주목되었다. 또한 천군기가 ‘敬’과 ‘慾’의 갈등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분석하 다. 그 둘은, ‘몸의 의인화’다. 천군기
는 전 의 천군서사와 달리 ‘마음’과 관련된 抽象的 槪念에 해서만

이 아니라, ‘몸’에 해서도 다채로운 의인화를 시도하 다. 뿐만 아

니라 도교 경전인 黃庭經의 발상법과 표현을 서사적으로 차용하

다. 이 사실은 천군서사인 천군기가 욕망을 탐구함에 있어 유교적 

경계를 넘어 도교적 관점을 수용하 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셋은, 

‘漢文 敍事 傳統의 계승’이다. 천군기는 假傳의 장르문법과 장르관

습을 충실히 계승하 다. 또한 睡鄕記 및 夢遊錄 장르의 전통을 계

승하 다. 그 넷은, ‘章回體 形式의 도입’이다. ｢逸史目錄解｣를 분석하

여, 황중윤이 중국의 演義小說에 한 풍부한 독서를 바탕으로 장회

체 형식의 활용 방법에 해 체득한 뒤, 이를 직접 천군기 창작에 

적용하 음을 고찰하 다.

 다음으로, ‘작가’라는 창작주체의 탐구에 초점을 두고 천군기의 

창작의식을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눠 살펴보았다. 그 하나는, ‘마

음에 한 성찰’이다. 황중윤이 解配된 직후에 씌어진 ｢天君紀敍｣의 

구조가 천군기의 서사구조와 응된다는 점이 주목되었다. 그 둘은, 

‘治道에 한 寓意’이다. 천군기에 보이는 군주론적 언술 중에는 당

 조선의 역사적‧현실적 맥락과 관련하여 해석될 부분이 없지 않다. 

그 셋은, ‘知的 遊戱’다. 황중윤이 자신이 평생 쌓아온 사 부적 교양

을 이 한 작품 안에 다채롭게 담아내고자 심혈을 기울 다. 이 세 가

지 창작의식에 한 탐구를 토 로, 천군기는 기본적으로 성리학적 

심성론에 기초하여 ‘마음을 깨어있게 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작품이

되, 구체적인 세부 서사 및 표현의 차원에서는 ‘몸’과 ‘욕망의 상’ 

그리고 ‘욕망함’을 부각시킴으로써 심성론의 문제를 ‘관념’의 차원만이 

아닌 ‘몸’의 차원에서 동시에 사유해 보 음을 밝혔다. 이를 본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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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념과 욕망의 변증법’이라고 규정하 다.

 다음으로, 천군기와 그 後代的 變改인 天君衍義를 비교하

다. 비교 결과 천군연의는 첫째, 원작에 있던 非儒敎的 內容을 삭제

하 고, 둘째, 원작의 표현을 보수적으로 순화하 다는 점이 밝혀졌

다. 이로써 지금까지 천군연의를 상으로 이루어진 작품론에 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고찰을 종합하여 천군기의 문학사적 의의를 

규명하 다. 먼저 천군기가 시도한 새로운 소설형식상의 실험이 논

의되었고, 다음으로 철학소설로서의 천군기의 의의와 한계가 논의

되었다. 무엇보다 천군기는 성리학적 심성론에 기초한 서사구조와 

주제를 내세웠으나, 결과적으로는 ‘已發’과 ‘氣’를 중심에 둔 서사가 

되었음을 새롭게 밝혔다. 이렇듯 천군기가 보여준 ‘몸’과 ‘욕망’에 

한 진전된 관점은 비단 조선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에서 보더라

도 특기할 만한 것이지만, 여성이 物化되고 對象化된 한계를 보 다. 

이 점은 ‘욕망’에 해 좀 더 철저하고 근본적으로 사용하는 데 결정

적인 제약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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