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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의 고굉지신 김종수 *

1)

이 종 묵 **

1. 동덕회의 핵심

2. 문한의 직임

3. 야인을 지향한 삶

4. 사후의 욕 

록: 同德 는 正祖가 자신의 등극에 가장 핵심 인 역할을 한 徐命善, 鄭民始, 洪國榮, 金鍾

秀 등을 치하하고 결속을 도모하기 한 모임이다. 김종수는 이 모임의 일원으로 정조의 股肱之

臣이 되었다. 정조가 즉 한 후 몇 달 만에 경기도 찰사에까지 올랐고 이듬해에는 병조 서의 

막 한 임무를 맡아 병권을 잡았다. 육조의 서를 두루 지내고 우의정, 좌의정, 추부사, 

조하 등을 역임하 다. 이와 함께 규장각 제학과 홍문  제학으로서 文衡까지 담당하여 규장각

의 요한 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하 다. 본고는 이러한 인물인 김종수의 삶을 정조와 연계하여 

밝혔다.

정조의 고굉지신으로 막강한 권력을 린 김종수지만, 국정이 안정기에 어들자 바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明哲保身의 뜻을 지켰다. 大義를 맡았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아 그 행 이 우

뚝하고 마음이 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정조가 突兀空蕩墅主人이라는 호를 내리고  솔직하여 

망발을 즐긴다는 꾸짖음을 내리자, 김종수는 스스로의 호를 率翁이라 하 다. 정국과 거리를 두

는 ‘山人’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조의 뜻임을 확인하고 1780년 무렵부터 ‘산인’의 이미지를 지켜나

갔다. 형 金鍾厚와 함께 모산을 마주보는 수서의 光秀山 기슭에 머물 고 다시 의왕 백운호수 

남쪽 백운산 아래로 물러나 自怡 과 野人室을 짓고 거처하면서 명철보신의 뜻을 잃지 않았다. 

 노년에는 다시 올림픽공원 안의 夢村으로 이주하여 솔옹 혹은 夢梧山人으로 살았다. 그리고 

말년에는 아  도성 출입을 삼가고 아름다운 산수를 유람하거나 도성에서 멀리 떨어진 아들의 

임지에 머물 다. 이 때문에 김종수는 죽음에 이를 때까지 정조로부터 지극한 은총을 입었고 사

* 이 논문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칼럼게시 ｣에 필자의 이름으로 게시되어 있는 을 바

탕으로 재집필한 것이다. 

** 서울 학교 국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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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도 거듭 그 삶이 표창되었으며 정조의 廟庭에 들 수 있었다. 

핵심어 : 김종수, 동덕회(同德 ), 돌올공탕서주인(突兀空蕩墅主人), 솔옹(率翁), 몽오산인(夢

梧山人), 자이당(自怡 ), 야인실(野人室)  

1. 동덕회의 핵심

正祖(1752~1800)는 등극한지 이태가 되는 1778년 가을 同德 라는 제목으로 

시를 지었다. 

창문이 구름을 치는 녁

함지가 해를 떠받드는 가을. 

백 년 이 모임 길이 하리니

덕과 함께 복도 함께하리라.

閶闔排雲夕 咸池擎日秋 

百年長是  同德又同休

정조, ｢동덕회(同德 )｣(�弘齋全書� 권5).1)1)

얼마  개 한 화 ｢역린｣에도 이 동덕회라는 조직이 등장한다. 정조는 보

에 오른 이듬해인 1777년 12월 3일 동덕회를 공개하 다. “모임의 명칭을 왜 同德

이라고 했는가? 우리의 모임이 좋은 모임임을 표시하기 해서 다. 우리 동덕회

의 여러 군자들은 다 나와 함께 험을 무릅쓰고 기를 겪으면서 오늘까지 살아

온 이들로서, 이 모임이 薰殿에서 노래를 주고받고 南宮에서 술잔치를 갖던 그 아

름답고 훌륭했던 모임과 즐거움이라는 면에서는 같지만 그 사정은 다른 것이다. 

날의 그 어려웠던 일들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 동덕의 뜻을 세상에 알리자면 문

자로 기록하여 오래도록 해질 수 있도록 도모하지 않아서야 될 일인가?”2)라2)하

1) 이하 �홍재 서�는 한국고 번역원의 번역을 따르되 일부를 수정하 다. 

2) 정조, �홍재 서� 권8, ｢同德 軸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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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동덕회의 뜻을 밝혔다. �尙書�에 周 武王이 商 紂王을 정벌할 때 “同心同德”을 

강조한 고사가 있으니, 이를 끌어들여 이 조직의 정당성을 표명한 것이기도 하다. 

동덕회가 열린 12월 3일은 의미가 큰 날이었다. 1775년 조가 세손 정조에게 

리청정을 명하자 洪麟漢(1722~1776), 鄭厚謙(1749~1776) 등이 반 하고 나섰

다. 이때 徐命善(1728~1791)이 상소를 올려 홍인한을 탄핵하여 직하게 함으로

써 리청정이 시행될 수 있었다. 서명선이 상소를 올린 날이 바로 1775년 12월 3

일이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3년 후 그 날을 기려 동덕회의 출범을 알렸다. 이날 정

조는 동덕회 멤버를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 다. 

“지난 을미년(1775) 신들의 모함이 날이 갈수록 수 를 높여오자 儲位가 털끝 하

나에 매달린 것처럼 태로웠는데, 그때 믿을 것이라고는 안으로 宮僚들이 보호해주는 

힘과 밖으로 재상들의 의로움을 지키고자 한 행동뿐이었다. 당시 禍福과 安危가 한순

간에 가름 날 상황이었는데 오직 선왕께서 자애롭게 덮어 주시고 그럽게 길러주셨

으며 간사한 무리들의 속셈을 간 하고 태로운 지경에서 구해 주셨기 때문에 나와 

諸公이 비로소 목숨을 보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아, 오늘 이 자리가 있게 된 만큼 지

난날의 그 태로웠던 시 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 제공의 공로를 생각한다면 선왕

의 은덕을 더더욱 기려야 할 것이다. 그 게 해야만 오늘의 이 모임도 구히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3)3)

이에 자신을 지지했던 신료들과 함께 神殿에 참배한 후 음식을 비하고 잔치 

자리를 마련하 다. 그리고 “오늘이야말로 종묘사직이 다시 자리 잡은 날이요, 우

리 君臣이 다시 안정을 찾은 날로서 참으로 잊을 수가 없는 날이다. 지  이후로 

해마다 이날이면 오늘의 모임을 계승해 모이도록 하라. 여러 공이 나에게 산과 언

덕, 소나무와 잣나무처럼 무한한 壽를 리라고 축원하고, 나 역시 여러 공에게 무

궁한 수를 리도록 길이 축원하노라. 국가가 편안해야 상하가 다 즐길 수 있고, 

상하가 다 즐거워야 이 모임이 오래 갈 수 있을 것이다. 술잔이 오가는 사이에도 

험에 처해 있었던 그 당시 심정을 비장하게 새겨 두고, 담소하며 즐기는 사이에

도 와신상담하던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즐기면서도 방자하거나 나태

3) 와 같은 곳.



4 奎 章 閣 54  ․

해지지 않고 편안한 속에서도 태로움을 잊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겠는가.”4)라고 

하 다. 4)

정조는 이러한 뜻을 담긴 을 보이고 여러 신하들에게 각자 을 지어 올리게 

하 다. 정조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동덕회의 序를 완성하고, 이를 동덕회의 멤

버 洪國榮(1748~1781)에게 쓰도록 하 다.  다른 동덕회 멤버의 도 자필로 

써서 올리게 하 다.5)5)그리하여 정조의 서문과 동덕회 멤버의 다른 을 모은 것

이 �同德 軸�이다.6)6)동덕회는 정조를 보 에 올린 데 핵심 인 역할을 하 던 사

람들의 모임이니 �동덕회축�은 일종의 功臣 盟軸이었던 셈이다. 동덕회의 핵심

인 멤버로 서명선과 홍국  외에  鄭民始(1745-1800)와 金鍾秀(1728-1799)가 더 

있었다.7)7) 

동덕회의 멤버들은 정조의 등극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이다. 특히 김종수

는 세손을 하여 그 이 부터 드러나지 않게 정후겸 등을 공격한 바 있다. 정후

겸은 김종수를 두고 요사하여 못할 짓이 없는 자요, 성품이 본래 아주 괴이하고 

행실도 무 간사하다고 비난한 후, 자신들이 큰 잘못도 없는데 죽이려 든다고 주

장하 다. 그리고 그 마음이 莊獻世子의 원한을 풀려는 데 있는 것이요, 역심을 품

은 불순한 무리들과 죽음으로 맹세한 당여가 되었으며, 세손의 궁 이 김종수 무

리와 밤낮으로 매우 비 스  모의하면서 한밤 에 나귀를 보내어 김종수의 무리

4) 와 같은 곳.

5) �일성록� 1776년 12월 6일. 

6) 안타깝게도 이 축은  여부를 알 수 없다. 

7) ｢宰臣鄭好仁擢工曹判書敎｣(�홍재 서� 권30)에서 동덕회를 언 하고 鄭好仁을 공조 서로 

발탁한 것으로 보아 정호인도 동덕회의 일원인 듯하다. 정호인은 1796년 병조 서로 있다

가 달력을 반사할 때 洪 任(1741~1801)을 명단에서 빼지 않았다 하여 친국을 받은 후 

유배되었다.  �正祖實 �(1777년 12월 3일)에 서명선, 홍국 , 정민시 등과 함께 李鎭衡

(1723-1781)을 召見하 다는 기사가 보이고 이어 동덕회 서문에 한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이진형 역시 동덕회의 구성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진형은 1761년 세자시

강원의 問安官으로 있었고 이후 輔德, 弼善 등을 지냈으며, 1776년 정조 즉  후 書狀官으

로 燕京에 다녀왔고, 승지, 강화유수, 사헌, 경기 찰사 등을 지냈다. 그가 죽었을 때 정

조는 �明義 �에 그의 이름이 들어 있지 않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서에 추증하 다. 정

조가 그에게 제문 등 여러 편의 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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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태워 간다고 하 다.8)8)이를 보면 세손과 연결되어 있던 김종수가 반 를 

제거하기 하여 비 리에 공작을 하 고 그 이면에 불행한 죽음을 당한 사도세자

의 원한을 풀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종수는 1758년 世子翊衛司의 洗馬로 있으면서 처음으로 장헌세자와 인연을 

맺었다. 그 후 1761년 4월 장헌세자가 몰래 궁을 빠져나와 평안도 일 를 순행했

을 때의 사건이 장헌세자는 물론 정조와의 인연을 더욱 강하게 하 다. 이때 김종

수는 江西 령으로 있었다. 김종수는 바로  고을인 永柔의 령으로 있던 趙晸

과 함께 평양으로 가서 장헌세자의 길을 막고 물로 간언을 올린 일이 있었다. 

기록이 하지 않아 간언의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장헌세자의 앞날을 우려한 내용

이었던 듯싶다. 김종수는 그로부터 28년 후인 1789년 8월 제학에 임명되었는데, 

입시하 을 때 정조가 이때의 일을 물었다. 이에 김종수는 “傳聞의 오류입니다. 그 

때 세자께서는 평양에서 바로 환궁하셨습니다. 강서와 유 두 고을이 평양에서 

한 먼데, 길을 막을지 여부를 어  의논할 수 있었겠습니까?”라 하 다. 자신의 

공을 굳이 내세우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정조가 훤히 알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겠다. “(세자께서) 환궁 후에 ‘내가 西行에서 直臣 2인을 얻었다.’는 하교를 내

린 일이 있다.”는 훗날 정조의 발언이 김종수의 연보에 보이므로9)
9)강서에서의 일

이 사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정조는 훗날 沈煥之(1730~1802)에게 보낸 어찰에

서 “先世子께서 西行할 때 江西의 일이 빠져 기록되지 못하 다. 아마도 그 집안

사람과 후인들이 그 사실을 몰랐던 듯하다.”라 하 다.10)10)김종수는 이 일을 집안사

람에게도 말한 이 없었기에 분명한 기록으로 남지 못하 던 것이다. 김종수가 

무슨 내용으로 장헌세자를 설득하 는지 알 수 없지만 극비를 요하는 내용이었을 

것이다. 김종수가 무슨 말로 장헌세자를 설득하 는지 알 수 없지만 극비를 요하

는 내용이었을 것이다. 어린 세손은 장헌세자로부터 무슨 말을 들은 것이 있었기

에, 김종수의 이름을 가슴에 깊이 새겨두었을 것이 분명하다. 

 8) �일성록� 1775년 10월 5일. 

 9) �夢梧集�, ｢夢梧金公年譜｣.

10) 와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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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인연에다 김종수는 1768년 6월 세손시강원에서 벼슬을 하 다. 세손 시

부터 정조를 가장 가까이 보필한 사람 의 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앞서 정조는 

1766년 2월 ｢ 宗合大宗論｣을 지었는데11)
11)그 요지는 다른 사람의 후사로 大統을 

이었으면 사사롭게 생부를 높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정조는 장헌세자와의 

계를 단 할 것임을 내외에 공표하기  김종수에게 미리 그 내용을 보여주었

다. 정조는 “옛날 31년 에 賢閣에서 경과 함께 �書經�의 禮로써 마음을 제어

한다는 목과 �史記�의 宗을 大宗에 합치는 일을 강론하 는데, 그때가 바로 

나와 경이 처음으로 면하는 날이었다. 그런데 말로 나타나지 않은 이면의 한마

디까지 서로 맞아떨어져 마침내 천고에 드물게 만나는 군신 계가 되었다.”12)고12)

회상하 다. 김종수가 존 각에서 같은 내용을 강론한 바 있는데 반 에게 빌미

를 주지 않도록 정조로 하여  소종과 종의 문제를 직  공표하도록 유도하 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인연으로 김종수는 정조의 최측근 고굉지신이 되었다. 이후 일  죽은 

홍국 이 빠지기는 하 지만 동덕회의 모임은 지속되었다. 김종수의 연보에 12월 

3일이 되면 정조가 술을 하사했다는 宣醞의 기사가 자주 나타난다. 1792년 12월 3

일에도 동덕회를 기념하여 정조는 정민시와 김종수에게 시를 하사하 다. 정민시

에게 내린 시의 서문에서 “이 날이 어느 날인가. 天地日月의 밝은 덕을 아, 잊지 

못하겠노라. 이른바 ‘伊人’이 기를 부지한 공과 노고는 잊을 수가 있겠는가.13)13)해

가 많이 바뀜에 따라 듣고 본 것이 차 멀어져 가고 있는데, 아, 사나운 산돼지가 

돌진하는 조짐이 있는 이때에 다행히 馬燧만 유독 남아 있으므로, 시로써 품은 뜻

을 말하여 멀리 周南太史에게 부치는 바이다.”라고 한탄하 다. 이 해 柳星漢과 尹

11) 정조, �홍재 서� 권4, ｢ 宗合大宗論｣. 김종수의 ｢春宮侍講日記｣(�몽오집� 권3)에도 

련 기록이 보인다. 

12) 정조, �홍재 서� 권56, ｢求諸圈跋語於四閣相及文衡｣.

13) 정조, �홍재 서� 권6, ｢賜提學鄭民始｣. 정조는 이 에서 �詩經�의 구 을 극 끌어들

여 격식을 더하 다. 伊人은 ｢蒹葭｣의 “所谓伊人, 在水一方.”에서 나온 말로 의 에 가리

키는 바의 사람이라는 뜻이다.  잊지 않겠다는 뜻으로 쓴 ‘俾也可諼’은 ｢日月｣의 “胡能

有定, 俾也可忘.”과 ｢淇奧｣의 “有匪君子, 終不可諼兮.”에서 가져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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九宗 등이 장헌세자의 일을 들추고 정조의 정통성을 의심하는 짓을 하는 사건이 

있었기에 정조는 더욱 동덕회의 멤버가 그리웠던 것이다. 漢의 司馬談이 周南에 

머물러 있느라 禪의 의식에 참 하지 못한 고사를 끌어들여 이때 라도 찰사

로 나가 있던 정민시를 주남태사라 부르고 그에게 시를 보내었다. 

정조는 김종수를 馬燧에 비하 다. 마수는 唐의 명장으로 여러 차례 반란을 진

압하고 吐藩을 격퇴하는 등 큰 공을 세웠다. 정조는 구국의 명장으로 김종수를 

우하 던 것이다. 그리고 김종수에게 다음과 같은 시를 내렸다.

이 잔치에선 취해도 좋다 경에게 윤허했는데

12월 3일 이 달 이 날은 해마다 돌아오 나. 

호남백 한 사람만 이 자리에 빠지게 되었나?

경은 동곽에서 찬 매화와 마주하고 있겠지.

許卿曾醉此筵杯 今月今辰每歲廻 

可但湖南人 一 秖應東郭 寒梅

정조, ｢원임 제학 김종수에게 내린 시[賜原任提學金鍾秀]｣(�홍재 서� 권6).

이 시의 서문에서 “忠憲公 에 술을 보내고 湖南伯에게 시를 보낸 것은 애오

라지 이날을 잊지 않는 뜻을 붙인 것인데, 경 한 자리에 참 하지 못하므로, 驛

馬를 달려 보내서 七  한 편을 부치는 바이다.”라 하 다. 정조는 12월 3일마다 

가진 동덕회 모임에서 함께 실컷 취하도록 술을 마신 모양이다. 그런데 호남백 정

민시만 빠졌다고 하 는데,14)14)이때에는 동덕회의 멤버  정민시와 김종수만 살아 

있었다. 김종수도 부인의 상을 당하여 廣州로 내려가 있었다. 정조는 이 두 사람에

게 시만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정조는 김종수에게 동곽의 매화를 마주하고 있다고 하 는데 이 역시 숨은 뜻

이 있다. 1793년 5월 김종수를 좌의정에 임명하면서 정조는 “경은 바로 나의 臣

이다. 내가 경을 알아주는 것도 경이기 때문이고 경을 취한 것도 경이기 때문이니, 

14) 이 구 은 王維의 ｢九月九日憶山東兄弟｣ “遙知兄弟登高處, 遍插茱萸 一人.”라 한 구 에

서 용사한 것이다. 동덕회 멤버를 형제로까지 인식하 음을 은근히 비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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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이 아니라면 내가 어  반드시 이미 알아주고  취했겠는가. 경은 옛날에 이른

바 吾黨之士다. 書筵에서부터 정승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온갖 풍상을 다 겪었지만 

마음은 한결같았으니, 이것이 20년 동안 오늘과 같은 계를 유지해 온 까닭이다. 

동짓달 사흗날에 내가  시에서 ‘東郭 梅’라고 한 구 은 이미 내 뜻을 먼  

나타낸 것이었다. 정승의 자리에서 우리의 정치를 조화시키는 일을 경 말고 구

에게 맡기겠는가.”15)라15)하 다. 그리고 ‘平平蕩蕩’ 네 자로 의정 蔡濟恭(1720~ 

1799), 우의정 金履素(1735~1798)와 화합하여 료의 모범이 될 것을 당부하 다. 

이 자리에서 정조는 김종수를 두고 공자가 그 뜻을 함께 하는 동지라는 뜻에서 

이른 ‘오당지사’라 불 다.16)16)그리고 이듬해인 1794년 동덕회의 날 하루 인 12월 

2일 김종수가 치사를 청하 을 때 정조는 다시 이 시를 언 하면서 晩年을 보 하

는 뜻을 표한 것이라 하 으니, 평생 조를 잊지 말라는 당부를 한 것이기도 하

다. 김종수는 생을 마칠 때까지 해마다 12월 3일이면 정조로부터 술이나 다른 음

식을 하사받았다. 정조가 동덕회의 뜻을 평생 잊지 않은 것은 분명하니,17)17)김종수

는 명실상부한 정조의 고굉지신이라 하겠다. 

2. 규장각 제학과 문한의 직임

김종수는 淸風金氏다. 이 집안은 ․정조 연간 최고의 권력을 휘둘 다. 고조 

金構(1649~1704)가 우의정, 종조부 金在魯(1682~1759), 종숙 金致仁(1716~1790)

이 의정에 올랐으며, 김구의 아우 金楺(1653~1719)의 두 아들 金若魯(1694~ 

15) �정조실록� 1993년 5월 25일.

16) �孟子� ｢盡心下｣에 “萬章問曰, 孔子在陳曰, 盍歸乎來, 吾黨之士, 狂簡進取, 不忘其初. 孔子

在陳, 何思魯之狂士?”가 보인다.

17) ｢萬川明月主人翁自序｣(�홍재 서� 권10)에 따르면 정조는 1798년 12월 3일 萬川明月主人

翁이라는 자호를 선포하고 이를 기리는 自序를 지었다. 12월 3일의 의미가 이 게 지극

하 다.



․ 정조의 고굉지신 김종수 9

1753)와 金尙魯(1702~1766)가 각기 좌의정과 의정을 지냈으니 이 집안의 세

를 짐작할 수 있다. 벼슬길을 멀리하고 山林을 자처한 그의 형 金鍾厚(1721~ 

1780)도 명망이 높았다. 

이런 집안의 세를 배경으로 하여 김종수는 1772년 趙晸 등과 함께 성균  

사성에 추천되었는데 추천한 사람이 의정으로 있던 종숙부 김치인이었다. 그러

나 이 때문에 오히려 淸明黨의 당 주의로 몰려 김치인은 稷山에 유배되고 김종수

는 경상도 機張에 유배되었다가 다시 라도 金甲島에 이배되었다. 서민의 신분으

로 떨어지고 자제들도 종신 禁錮의 처분을 받았으니 인생의 가장 큰 기를 맞았

다 하겠다.18)18)그런 상황에도 세손은 김종수가  쓴 을 가져오게 하여 읽었다

고 하니, 훗날의 총애가 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1776년 3월 조가 승하하고 정조가 등극하 다. 김종수는 조 서거 직  다시 

서용되어 공조참의에 올랐지만 이때부터 정조의 최측근으로 승승장구하게 된다. 

정조는 7월에 그를 우부승지로 임명하면서 ｢ 종소종론｣을 들어 고마움을 표하고 

“내가 고생을 두루 겪었고 승지도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으니 오늘 군신이 한 자

리에 모인 것은 천행이다.”라고 하 다. 이후의 출세가도는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 

김종수는 홍문  부제학, 공조참 , 강화유수 등을 거쳐 몇 달 만에 경기도 찰사

에까지 올랐다. 특히 1777년 8월에는, 화 ｢역린｣의 소재가 된 것처럼 洪相範이 

力士를 모아 정조를 암살하려 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때 정조는 병조 서와 같은 

한 벼슬은 國邊人(국가의 편에 선 사람)에 맡겨야 한다면서 김종수를 불러들

여 병권을 맡겼다. 1789년에는 의 부사로서 훈련 장, 어 장,  장, 

총융사, 포도 장 등을 모두 겸하게 하 으니, 그의 총애를 짐작할 수 있다. 이에 

김종수는 육조의 서를 두루 역임하고 가장 명 로운 홍문  제학으로 문형을 

잡았으며, 우의정, 좌의정, 추부사, 조하 등을 두루 역임하 다.   

김종수가 어쩌다 외직으로 나가게 되면 정조는 무척이나 섭섭해 하면서 융숭한 

은총을 보 다. 를 들어 1778년 10월 평안도 찰사로 나가게 되었을 때 정조는 

이런 시를 지어 보냈다.

18) �몽오집�, ｢夢梧金公年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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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보내는 회포를 억제하기 어려워라, 

감사의 큰 수  타고 평안하게 오가겠지. 

여색과 재물 멀리함은 평소 경계하 으니

강산이 아무리 좋아도 과음만 주의하게나.

卿懷緖正難裁 板輿知應穩往廻 

遠色廉財存素戒 江山雖好惜深盃 

정조, ｢평안도 찰사로 나가는 제학 김종수를 별하며[贐提學金鍾秀出按關西]｣(�홍

재 서� 권5).

김종수는 재물과 여색을 밝  평소 정조로부터 주의를 받았던 모양이다. 축재와 

여색의 유혹을 받기 쉬운 평안도 찰사 자리기에 정조는 은근히 이 두 가지를 조

심하라고 이른 다음, 평안도의 아름다운 산수를 즐기되 과음으로 몸을 상하게 하

지 말라는 당부를 하 다. 정조는 김종수에게 이런 시를 지어 부르고 받아쓰게 하

다. 그리고 술을 경계하라면서도 이별의 정을 어쩌지 못하여 큰 술잔에 가득 술

을 따라 주고 마시게 하 다. 여기에다 김종수를 어좌 가까이 오게 하여 그의 손

을 잡고, 김종수가 자신의 얼굴을 직  바라볼 수 있게 하 다.19)19)그 사사로운 은

총이 이 정도 다. 

김종수는 정조가 즉 하자 바로 景慕宮의 상량문을 짓고, 리청정을 반 하던 

홍인한과 정후겸을 처단한 일을 기록한 �明義 �의 발문을 제작하는 등 가장 핵

심 인 文翰의 일을 도맡았다.20)20)그는 뛰어난 문재로 이러한 차 한 일을 잘 처

리하 거니와, 1776년 정조가 즉 와 함께 바로 설치한 규장각에도 깊이 여하

다. 黃景源(1709~1787), 李福源(1719~1792), 서명응, 채제공, 홍국 , 李徽之(1715 

~1785) 등에 이어 1780년 규장각 제학에 올랐고 이후 여러 차례 제학의 직임을 

맡았다. 1780년부터 �奎章閣志�를 편찬하는 일을 담당하 으며 이듬해에는 정조의 

명으로 ‘奎章閣直署’라는 편액을 썼는데 지  서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시실에 

걸려 있는 ‘奎章閣學士之署’가 이것이다. 

19) �일성록�(정조 2년 10월 10일)에 보인다. 

20) ｢夢梧金公年譜｣(�몽오집�)에 따르면 1776년 8월 ｢景慕宮上樑文｣을 지어 올렸고 1777년 4

월 ｢明義 跋｣을 지었는데 �명의록�에 이 발문이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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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김종수는 규장각 제학으로 있으면서 �奎章閣故事�를 편찬하여 올렸

는데,21)21)자신이 왕명으로 �名臣奏議�를 편찬하면서 국 역 의 고사 에서 긴요

한 것을 뽑아 규장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명신주의�를 압축

한 �歷代名臣奏議要略�을 편찬하고 여기에 더하여 조선의 주의류 산문을 모아 �國

朝名臣奏議要略�을 완성하여 올렸다.22)22) 

이즈음 김종수는 왕실도서의 안에도 여하 다. 정조가 즉 한 후 바로 세운 

규장각은 원래 조의 어제를 안하고자 한 것이다.23)23)그 후 정조는 宗簿寺에서 

리하던 역  임 의 어제와 각 을 모두 규장각으로 옮겨 안하고자 하 다. 

김종수는 왕실 도서의 수장과 련한 사례를 두루 조사하여 숙종이 1694년 종부

시에 규장각을 설치하여 어제를 안한 일과 그 해가 바로 조가 태어났던 해

음을 보고하고, 숙종이 직  쓴 규장각 과 종부시의 왕실도서를 규장각으로 

옮기는 일을 맡아 하 다. 그리고 그 경과를 ｢奎章閣記｣로 남겼다.24)24)    

김종수는 1785년 다시 규장각 제학이 되었는데 이때도 규장각과 련한 많은 

일을 하 다. 먼  정조의 명으로 규장각의 모당 정문에 있는 雲漢門의 편액을 

썼다.25)25)이 무렵 정조는 궐 안에 있던 珍藏閣에 역  임 의 어제 86본, 석각 41

21) �몽오집� 권3에 수록되어 있다. 

22) 규장각에 �歷代名臣奏議� 319권이 소장되어 있는데 明 楊淮 등이 永樂帝의 명으로 편찬

한 것을 英祖 때 간행한 것이다. 김종수의 ｢進歷代名臣奏議要略箚｣(�몽오집� 권2)과 ｢歷

代名臣奏議要略跋｣(�몽오집� 권4)에는 �歷代名臣奏議要略�이 8권으로 되어 있는데 8책을 

이른다. 정조의 ｢臣奏議要略序｣(�홍재 서� 권8)에 국의 奏議가 10권, 조선의 奏議가 6

권이라 하 는데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歷代名臣奏議要略� 6권 3책이 조선의 奏議만 

실려 있으므로, 국의 奏議가 실린 10권 5책이 따로 있었을 것이다. 특히 조선의 奏議만 

모은 것은 �國朝名臣奏議要略�이라 하 다. �일성록�(1783년 10월 20일)과 김종수의 ｢進

國朝名臣奏議要略箚｣에 련 기록이 보인다. �歷代名臣奏議集略�과 �歷代名臣奏議新增集

略�도 각기 零本 1책이 따로 하는데 이와 련이 있는 듯하다. 

23) 조선시  御製의 리에 해서는 졸고, 1998 ｢藏書閣 소장 列聖御製와 國王文集類｣(�장

서각� 창간호)와 2002 ｢조선시  王室의 圖書 收藏에 하여｣(�서지학보� 5-39호)에서 

다룬 바 있다. 

24) 김종수, �몽오집� 권4, ｢奎章閣記｣.

25) �몽오집�, ｢夢梧金公年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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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목각 211본, 목  1650편, 盟玉軸 3본 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진장각

은 궐 魚水 의 뒤편 기슭에 있었는데 퇴락한 상태 다. 이에 김종수는 이 소장

품들을 모당으로 옮기는 일을 맡아 하 다. 원래 진장각에는 숙종이 규장각을 

세울 때 직  씨를 써서 새긴 天翰閣의 銘이 있었다. 당시 숙종은 천한각을 세

우지는 못하고 이 만 먼  만든 것이었다. 김종수는 이것도 모당에 함께 

안하 다. 그밖에 조가 역  임 의 盛德과 大業을 기술하게 한 �羹墻 �도 진

장각에 있었는데 정조는 이복원에게 명하여 이를 증보하게 하고, 다시 김종수에게 

이러한 사연을 로 어 남기도록 하 다.26)26) 

이와 함께 김종수는 규장각 제학으로서 여러 차례 규장각의 春帖子를 지어 붙

인 바 있다. 1782년 단오에는 이런 시를 지었다. 

붉은 각 흰 담장은 그림 같은데

처마에는 두루 푸른 창포를 꽂았네. 

궁녀들 오색 실로 수를 놓아서

후손들 90명이나 두시기를 축원하네.

丹閣粉墻似畵圖 簷楣遍揷綠菖蒲 

宮姬彩線添新繡 繡出螽斯九十雛 

김종수, ｢규장각의 단오첩[奎章閣端午帖]｣(�몽오집� 卷1).

정조는 김종수의 시문에 해 심이 많았다. 1787년 섣달그믐에는 그가 쓴 춘

첩자를 보고 규장각의 東二樓에서 그를 불러 이야기를 나 었다. 김종수는 “하늘

이 수북이 을 내려 먼지를 깨끗이 씻으니, 빛이 잘 돌아오도록 남 몰래 보호

하네[天敎積雪凈浮埃, 暗護春光好遣回]”라 하 다. 이에 해 정조는 앞 구 에서 

‘ 설’은 김종수를, ‘부애’는 잡류를 가리키는 것이며, 뒤 구 은 정조 자신이 형체

를 드러내지 않고 양기를 북돋운다는 의미로 풀이하 다. 이에 해 김종수는 정

조의 풀이에 동조하되 ‘ 설’은 자신이 아닌 다른 깨끗한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말

26) 김종수, �몽오집� 권4, ｢珍藏閣御製御筆移奉奎章閣事實記｣.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81권 

4책의 �羹檣 �이 이것이다. 조가 편찬한 책은 �聖朝羹檣 �이라 하 는데 別本으로 

하는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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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지만, 내심은 정조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27)27)김종수는 규장각 제학, 홍문  

제학으로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문한의 직임을 담당하는 한편 정조의 마음을 사

로잡았다.

3. 야인을 지향한 삶

1781년 10월 정조는 화가 韓廷喆을 보내어 규장각 각신의 像을 그리게 하

는데, 김종수의 소상이 완성되자 정조는 직  그 에 “조정에서는 홀로 의를 

맡았고, 재야에서는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았으니, 이는 이른바 그 자취가 突

兀하고 마음이 空蕩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겠는가?[在朝獨任大義, 在野不染緇塵. 

是所 跡突兀心空蕩底人耶]”라 었다. 그리고 김종수에게 ‘突兀空蕩墅主人’이라는 

별호를 주었다. “ 하게 자취를 보면 돌올한 듯하지만, 자세히 마음을 따져보면 실

로 공탕하네[驟看跡似突兀 細究心實空蕩]”라고도 평한 바 있었다. 돌올은 사납다

는 뜻도 있지만, 杜甫가 ｢八哀詩｣에서 鄭虔을 애도하여 “벼슬에 마음을 붙인 바 

없어, 돌올하게 서재에서 기 있었지[未曾寄官曹, 突兀倚書幌]”라 하 을 때는 단

정한 자태를 칭송한 말로도 쓰인다.  朱子가 독서의 방법을 말하면서 空蕩蕩이

라 한 바 있다.28)28)김종수가 정치 실에서 보인 강한 이미지를 생각하면 상 를 

공박할 때는 ‘돌올’한 것이 김종수의 품성인 것은 분명하다. 앞서 본 로 평안도 

찰사로 나갈 때 정조가 재물과 여색을 평소 조심하게 한 것을 보면, 그의 처신

이 ‘공탕’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정조가 이른 ‘공탕’은 김종수에게 내린 은근한 ‘주

의’로 읽힌다. 

�정조실록�(1799년 1월 7일)에 실린 그의 卒記에서도 “매양 경연에서 아뢸 때

나 상소문에서 이따  다른 사람은 감히 말하지 못할 일을 말하 다. 그래서 행동

27) 이 시는 ｢夢梧金公年譜｣(�몽오집�)에만 보인다. 

28) 朱熹, �朱子全書� 권6, ｢讀書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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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매양 하게 한 때가 많았고 언론은 혹 한쪽으로 치우치는 도 있었으나, 

체로 한 명 를 좋아하고 의리를 사모하는 선비 다.”라 평한 바 있다. 그래서 

정조는 일 이 그를 두고 “솔직하여 망발을 즐긴다[坦率嗜妄發]”는 말을 한 이 

있다. 원래 ‘망발’은 漢 武帝가 직간을 자주하는 汲黯을 두고 이른 말이지만 정조

의 본심은 그의 경솔함을 지 한 것이었다. 김종수의 경솔한 면모를 보고 정조가 

꾸지람을 내린 것인데 김종수는 스스로 率翁이라 자칭하 다.29)29)   

이 무렵부터 김종수는 정조가 ‘돌올공탕’과 ‘탄솔망발’라 한 말을 벼슬에서 물러

나라는 뜻으로 알아들었다. 1779년부터 권력을 농단하던 홍국 이 배척을 당하기 

시작하 는데, 1780년 2월 김종수가 올린 탄핵 상소를 계기로 홍국 은 모든 벼슬

에서 물러나고 이듬해 4월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김종수는 정조로

부터 출처에 한 무슨 언질을 받은 듯하다. 정조의 뜻에 따라 동덕회의 핵심을 

탄핵하여 권력을 얻게 되었지만, 언젠가 자신 역시 정조의 뜻에 따라 탄핵의 상

이 될 수 있음을 짐작하고 자신의 명철보신을 생각한 것이라 하겠다. 1780년 10월 

형 김종후가 세상을 뜬 것도 세사와 거리를 두게 된 듯하다. 

김종수가 명철보신의 땅으로 삼은 곳은 모산과 백운산, 몽 토성 인근이었다. 

모산을 마주보는 수서의 光秀山 기슭, 지  궁마을로 불리는 宮村은 산림처사를 

자처한 그의 형 김종후가 먼  자리를 잡았다.30)30)김종후는 1761년 무렵 이곳에 물러

나 살았고 1763년에는 모산 기슭에 高遠亭을 경 하 다.31)31)李義肅(1733~1805), 

金相定(1722~1788), 洪元燮(1744~1807) 등으로부터 기문을 받아 걸었다.32)32)김종

29) 김종수, �몽오집� 권4, ｢率翁問答｣.

30) 태조의 아들 撫安大君과 세종의 아들로 무안 군의 후사로 들어간 廣平大君의 묘소를 다

시 이곳으로 이장하면서 궁마을은 이 집안의 세거지가 되었다. 李厚源, 李義健, 李義肅, 

李顯坤, 李 中, 李時中 등이 이 집안을 빛낸 명사들인데 김종후, 김종수 형제와 교분이 

있었다. 졸고, 2016 �조선시  경강의 별서-동호편�(경인문화사)의 ｢ 평 군 후손의 

장｣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다. 

31) 김종후, �本庵集� 권6, ｢高遠亭記｣.

32) 이의숙, �頤齋集� 권4, ｢高遠亭記｣ ; 김상정, �石 遺稿� 권2, ｢金伯高高遠亭記｣ ; 홍원섭, 

�太湖集� 권5, ｢高遠亭記｣. 고원정 별서에 해서는 필자의 앞의 책(2016), ｢김종후의 

모산 별서｣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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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는 秀野라는 호도 사용하면서 金相肅(1717~1792), 洪大容(1731~1783) 등과 왕

래하 다. 특히 홍 용을 통해 청의 문인 潘庭均으로부터 ｢高遠亭賦｣를 받기도 하

다.33)33)1761년 무렵 김종수는 형이 물러나 있던 이곳에 내려와 산 이 있거니와 

1763년 궁 에 菊里艸 을 경 한 이래34)
34)자주 이곳을 찾곤 하 다. 그의 문집에 

30  반 무렵 이곳에서 살면서 지은 시가 무척 많다. 

그런데 1781년 윤5월 김종수는 이곳이 아닌 의왕 백운호수 남쪽 백운산 아래로 

물러났다. 집안의 선조인 金繼, 金仁伯, 金克亨, 金澄, 金楺 등의 집이 의왕시 왕곡

동에 있었으니, 그가 물러나 살던 곳 역시 바로 그 인근에 있었을 것이다. 5 조 

김극형의 호가 沙川인데 바로 바로 왕곡동 인근의 개울을 이른다. 고조부 김징의 

坎止 도 이곳에 있었다.35)35)김종수는 백운산 기슭의 집을 自怡 이라 하 다. ‘自

怡’는 南朝 梁의 陶弘景이 “산 에 무엇이 있는가 물으시기에, ‘산 에는 흰 구름 

많지만 그  혼자 즐길 뿐, 임 님께 보내드릴 수는 없지요’[山中何所有, 嶺上多白

雲, 只可自怡悅, 不堪持贈君]”라 한 데서 나온 말이다. 靑雲을 꿈꾸는 정치 실에

서 벗어나 白雲의 삶을 표방한 공간으로 백운산이 로 부합한다. 이때 정조는 불

과 몇 달 떨어져 있지 않았는데도 승지를 시켜 김종수를 궐로 들어오게 하고는 

“경을 본지 오래되었소. 경은 벌써 야인의 모습이 되었구려.”라 하 다. 이에 김종

수는 다시 백운산으로 돌아가 ‘野人室’이라 씨를 써서 자신의 방에 붙 다.36)36)

김종수는 은 시 부터 청류를 자처하 고  그러한 삶을 지향하 다.37)37)벼슬

에 오르기  20  반부터 산수 유람을 즐겼으며, 특히 24세 때에는 李胤永

(1714~1759), 李麟祥(1710~1760), 金尙默(1726~1779) 등과 단양을 유람하면서 

33) 홍 용, �湛軒書� 외집2, ｢乾凈衕筆談｣.

34) 김종수, �몽오집� 권4, ｢ 鄭大受觀察嶺南序｣.

35) 김종후, �본암집� 권5, ｢述世｣.

36) 김종수, �몽오집� 권4, ｢野人室記｣.

37) 이 문제에 해서는 백승호, 2018 ｢몽오 김종수 한시에 나타난 청류지사  면모 연구｣(�국

어국문학� 68)가 주목할 만하다. 이 논문 외에 김종수에 한 최근 연구로 정해은, 2018 

｢몽오집의 각종 본과 편집 내용 비고｣(�장서각� 40)가 있다. 최근 종가 소장 필사본  

�몽오집�(8책)을 소개한 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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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 풍류를 렸고 이후에도 이들 그룹과 산수의 유람을 자주 하 다.  낙산 

아래 살면서 서화고동을 많이 소장하 던 李惟秀(1721~ 1771)의 집에서 김상묵, 

趙暾(1716~1790), 南有容(1698~1773), 兪彦鎬(1730~1796), 尹蓍東(1729~1797), 

沈履之(1720~1780), 尹伋, 李得培(1715~1774), 宋載經(1718~1793), 金熤(1723~ 

1790), 金光默(1730~1790) 등과 매일 회합을 가져 十三學士라는 일컬음을 받았으

며 이때 鄭樵夫로 알려진 양근 출신의 항시인까지 참석하는 성황을 렸다. 김

종수는 술병을 들고 가서 시를 짓고 바둑을 두며 즐겁게 노닐었고 화가를 시켜 이

를 그림으로까지 그려두게 하 다고 한다.38)38) 

물론 이러한 모임의 이면에는 竹林七賢처럼 청류를 가장한 고도의 정치술이 담

겨있다. 김종수의 연보에는 이 모임을 두고 “淸議를 회복하고 士風을 남몰래 진작

시키되, 文酒로 감추어 그물을 피하 다.”고 한 것을 보면 단순한 실로부터의 도

피가 아니라 자신들을 청류의 이미지로 만들어 정치 인 목 을 달성할 목 까지 

있었던 것이라 하겠다. 앞서 정후겸이 자신들을 죽이려 한다고 말한 김종수의 무

리가 이들 그룹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청류의 이미지로 권력을 잡고 난 후 김종수는 이 이미지를 명철보신의 방편으

로 삼았다. 정조가 이른 로 ‘돌올공탕’과 ‘야인’의 삶을 극 으로 표방하 다. 

은자의 상징 백운산으로 물러났던 것도 그 일환이었다. 그러다가 1781년 11월에 

아  솔가하여 夢村으로 이주하 다. 솔옹이라는 호를 이때부터 사용하 다. 야인

실 을 떼어와 몽 의 집에 걸었다.39)39) 

정조가 거듭 벼슬을 내렸지만 그때마다 사직의 상소를 올리고 몽 으로 내려가 

권력에 뜻을 두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 다. 김종수가 물러난 땅 몽 은 오늘날 올

림픽공원이 있는 몽 토성 인근 지역이다. 이곳에는 그의 종숙부 김재로의 별서가 

있었다. �英祖實 �(1744년 10월 14일)에 따르면 김재로가 의정의 신분으로 권

38) �몽오집�, ｢夢梧金公年譜｣. 尹伋은 어떤 인물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39) 김종수의 ｢李生止卿(定載)畵蓮帖跋｣(�몽오집� 권4)에 “歲丙午(1786)閏秋, 夢梧山人, 書于

日長山下之野人室中”이라 하 다. 일장산은 남한산성을 이르므로 여기서 이른 야인실은 

몽 에 있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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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를 믿고 사람들을 하고 공갈하여 마음 로 마을에다 장사를 지내느라 40호

의 집을 허물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몽 과 오  일 는 청풍김씨의 선산이 되어 

夢村梧琴碑가 세워지기까지 하 다.40)40) 

김종수는 은 시 부터 夢梧山人이라 자처하 다. 몽오는 그의 선산이 있는 몽

과 오 을 합친 말이다.  산인은 명말청 의 지식인들이 출사하지 않고 은거

하면서 본인의 뜻을 지킨다는 뜻에서 즐겨 사용한 말이다. 곧 정치에 뜻을 두지 

않은 청류임을 리 알리기 해 스스로 산인으로 자처한 것이다.41)41) 

물론 이후에도 의 부사, 규장각 제학, 이조와 호조, 형조의 서, 우의정을 차

례로 지냈으니 이러한 야인으로 살겠노라는 표방은 제스처 을 가능성이 높다. 김

종수는 스스로 야인으로 자처하 지만 권력에 한 심은 끊지 않았다. 1793년부

터 장헌세자의 죽음에 련된 자들을 추가 으로 처벌하자는 의정 채제공의 주

장에 맞서다 좌의정에서 물러났고 이듬해인 1794년 정조의  밖에 났다. 2월 

의정에 오른 외종 洪 性(1718~1798)을 공격하다 도리어 官爵을 삭탈당하고 抱川

으로 물러나 있다가 다시 平海로 이배되었고, 3월에는 더욱 먼 南海島에 리안치

되었다. 다행히 6월에 석방되어 부친의 묘소가 있는 몽 의 동쪽 靜林으로 돌아왔

다. 화를 푼 정조가 그에게 음식과 약을 내려 섭섭한 마음을 달래주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김종수는 권력의 무서움을 더욱 실히 깨달았다. 1796년 3월 

벼슬에서 완 히 물러나는 뜻을 보이고자 강산으로 떠났다. 권력에 미련을 두지 

않은 그의 뜻을 악한 정조는 규장각의 서리를 보내어 약제와 함께 시를 지어 함

께 보내었다.

일장산 아래에 맑은 바람 일어나기에

날랜 역마 보내 멀리서 약제를 내리노라. 

40) 김종후, ｢從子墓誌銘｣(�본암집� 권8)에 이 비가 한다고 하 지만 지 은 확인되지 않

는다.

41) 김종수는 ｢自表｣(�몽오집� 권6)에서 정조가 자신의 상화에 직  써  일을 두고 “주상

께서 일 이 산인의 상화에 쓴 [上甞題山人像]”이라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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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에 추 사의 벼슬로 치사를 하고

바람 릉 나루에 닻 을 매었구나. 

참을 찾아 다시 강산으로 들어간다니

풍속 살피는 데 찰사보다 더 나으리라.

도 에 부디 기거에 진 하시게 

매미 울 때로 반드시 돌아올 기약하고.

日長山下望淸塵 馹騎遙 內劑珍

暮歲懸車樞密使 春風繫纜廣陵津

眞轉向金剛入 觀俗猶勝玉節巡

途道起居宜愼護 歸期 趁聽蜩辰

정조, ｢압구정 등 여러 승경을 두루 유람하고 장차 강산으로 가려 하는 돌올공탕서

주인에게 주다[贈突兀空蕩墅主人歷覽狎鷗諸勝, 向楓嶽之行]｣(�홍재 서� 권7).

이때 김종수의 나이가 69세 다. 사람들은 늙고 병까지 겹친 그를 만류하 지만 

김종수는 “나는 본디 집이 없는 사람일세. 가속으로는 손자 한 명만 있으니 그를 

시켜 행장을 가지고 좇게 하면 된다네. 사방을 구름처럼 떠돌다가 멈출 만한 곳이 

있으면 멈추겠네. 이것이 평소의 내 뜻이라네.”라 하 다. 심환지가 達觀의 경지에 

올랐다고 한 것을 보면42)
42)세사에 뜻을 완 히 끊은 것이 분명한 듯하다. 정조는 

강원도 찰사를 통하여 그의 동태를 묻고 “길에서 밥 잘 드시고, 역원에서 편히 

주무시게. 넘어지는 일 없이 내산과 외산 빼어난 땅을 두루 밟아 마음의 꺼기를 

깨끗이 씻고 기한에 맞추어 돌아와서, 지치거나 손상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네. 지

나치게 완상에 빠지지 말고 근력을 잘 헤아리시게. 잘 갔다 편히 오시게. 돌아올 

때 갈 때와 같기를 바라네.”라는 말을 하게 하 다.43)43)늙은 신하를 근심하여 이

게 간곡하게 당부하 으니, 그를 아끼는 정조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다. 1796년 

12월 3일에도 동덕회의 일을 잊지 않고 안부의 말과 함께 음식을 보내었다. 

김종수가 산수를 가까이 하고 권력을 멀리하 기에 정조는 생의 마지막까지, 그

리고 그의 사후에도 그에 한 지극한 애정을 표하 다. 그를 양하기 해 손자 

金東善에게 특별히 童蒙敎官의 벼슬을 내렸다. 김종수는 그럼에도 한양에 머물고

42) �몽오집�, ｢夢梧金公年譜｣. 

43) 와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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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지 않았다. 申獻朝(1752~1807)와 함께 수락산 유람을 나서 靑潭, 북한산, 道

峯書院을 두루 돌아다녔다. 

1797년 일흔이 되자 所에 들었지만 바로 손자 김동선의 임지인 兔山으로 

내려갔다. 友麋洞, 鐵圓 등지로 유람을 나섰다. 이에 정조는 다시 을 내렸다.44)44)

이 작품에는 “경이 三釜淵 유람 길을 떠나 도에 더 와 비를 만났다 하므로, 매

우 염려되어 인편에 起居를 물어보니 건강이 보다 나아졌다고 들었다. 몹시 걱

정하던 끝이라 기쁜 마음을 어  감당할 수 있겠는가. 옛날 宋의 錢若水는 분연히 

떨쳐 일어나 華山에 노닐었고, 明의 羅倫은 꿈에 范仲淹을 보고 나서 산수 사이에 

자취를 부쳤다. 이 두 사람이 세상일을 사 하고 方外에서 노닐던 때의 나이가 겨

우 40세, 혹은 60세에 불과했는데도 지 까지 사람들의 칭상을 받고 있다. 그런데 

더구나 경은 70이 넘은 나이로 지난해 가을에는 강산에 들어갔고, 올여름에는 

철원을 찾았으니, 통틀어 1년 360일 동안에 수 를 타거나 배를 타고서 반 이상

은 名勝의 경계에 있었는데도 寢食에 조 도 감손됨이 없었으니, 어  기이한 일

이 아니겠는가? 하루가 마치 1년처럼 길어서 나의 생각이 하도 지루하기에 이를 

시로 표 해서 한바탕 웃음을 취하려 하노니, 金玉 같은 음률을 아끼지 말아서 훌

륭한 선물이 되게 해 주기를 바라노라.”라는 긴 서문이 붙어 있다.  

김종수는 생의 마지막을 철원 인근에서 보내고자 하 다. 이에 정조는 특별히 

손자 김동선을 포천 감에 제수하여 김종수의 말년을 돕도록 하 다. 이에 蓴潭, 

水源山, 懸燈山, 白雲山 등지를 유람하 으니, 정조가 이른 로 노익장을 과시한 

것이라 할 만하다. 더욱이 이 해 8월 속리산으로 다시 떠났다. 이 소식을 나 에 

들은 정조는 속리산으로 떠날 때 시를 지어주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막걸리

와 건포를 산 으로 보내고 세 수의 시를 지어 보냈다. 바깥으로 떠도는 고굉지신

의 노년을 이 게 반긴 것이다.

강산에 술 보내고 철원에 시를 주었는데

속세를 떠나려 다시 속리산으로 가셨구려. 

44) 정조, �홍재 서� 권7, ｢賜奉朝賀金鍾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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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득 런 국화는 가을빛이 완연하리니

하늘가의 기러기에게 돌아올 기약 묻노라. 

金剛携酒鐵圓詩 離俗之行又俗離

滿道黃花秋意晩 冥鴻天畔問歸期

정조, ｢속리산으로 가는 조하 김종수에게 주다[贈奉朝賀金鍾秀俗離之行]｣(�홍재

서� 권7).

속리산을 다녀온 김종수는 10월에 다시 철원의 寶蓋山으로 갔다. 물론 이때에도 

규장각 원을 보내어 치하하는 일을 잊지 않았거니와 포천에 머물고 있을 때에도 

거듭 규장각 리를 보내어 안부를 물었다. 

4. 사후의 욕 

1798년 김종수는 마지막 館閣文字를 남겼다. 정조가 편찬한 �御定三禮手圈�의 

발문을 지은 것이다.45)45)그리고 1799년 1월 7일 손자 김동선이 근무하던 포천 아

에서 을 감았다. 노익장을 과시하던 김종수 기에 그의 작고 소식을 들은 정조

는 잖게 놀랐다. “이른바  사람[伊人]을 슬퍼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기억하건 , 옛날 30년 에 宮筵에서 한마디 말로 마침내 천 년에 한 번 있을 법

한 조우를 이루었는데, 강개하게 의리로써 자부하여 죽더라도 후회함이 없었다. 남

다른 임 의 지우에 의지하여 당시의 숙망을 일으켜, 이조와 병조를 장하고 五

營을 통 하다가 정승 자리에 오르고 이어 고향으로 돌아갔다. 비록 간에 온갖 

풍상을 다 겪었으나 평탄할 때나 험난할 때나 한결같은 조를 지녔기에 사람들이 

이를 노래하 다. 집에서는 효도하고 직에 있을 때는 청렴하여 온 조정 안에서 

가장 먼  인정을 받았건만, 이제는 다시 볼 수 없게 되었다.”라 하여 슬픔을 표하

다.46)46)

45) 이 책은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으며 필사본 3책이다. 김종수의 발문이 붙어 있다.

46) 정조, �홍재 서� 권36, ｢奉朝賀金鍾秀隱卒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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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정조는 직  제문을 내렸다. 그 에서 “몽오의 기슭, 정림의 길[夢梧之

麓 靜林之路]”이라 하여47)
47)그 노년의 공간을 부각시켰다. 시호를 정할 때 채제공

의 당여인 沈奎魯(1761~?)가 트집을 잡아 사단이 일어났다. 이때 작고한 채제공

의 시호가 文肅이었는데 비슷한 뜻의 文忠이 김종수의 시호로 하지 않다고 하

다. 이에 정조가 극 나서 문충의 시호를 지키게 해주었다. 시법에 따르면 민첩

하면서도 학문을 좋아하고 임 을 섬겨 의를 다한다는 뜻이니 이 뜻을 김종수의 

상징으로 베푼 것이다.  3월에 그의 경 가 있던 豆毛浦에서 발인을 할 때 정조

는 제문도 직  지었다.48)48)김종수는 노년에 물러나 살던 몽  동쪽 정림에 묻혔다. 

정조는 다시 김종수의 家廟에 걸도록 시를 지어 보내었다. 

 즉 할 때 잡풀을 제거하고서

일장산 아래로 인이 돌아갔었지. 

가련해라 탕탕공공의 별서에는

빛이 다시 술잔에 들지 못하겠네.

記昔新元闢草萊 日長山下碩人廻 

可憐蕩蕩空空墅 不復春光入酒杯 

정조, ｢작고한 재상 김종수의 가묘에 써서 걸다[書揭故相金鍾秀家廟](�홍재 서� 권7).

일장산은 남한산성이 있는 곳으로 보통은 淸凉山이라 불 지만 스러움을 더

하기 해 김종수는 늘 일장산이라 하 고 정조도 그의 상징으로 삼아 일장산의 

주인이라 불러주었다. 탕탕공공의 별서는 곧 그의 집 돌올공탕서를 이른다. 이 말

로 그의 을 달래주었다. 그의 화려한 이력 에서 정조 자신이 즉 하여 기틀을 

잡도록 도와  일과 함께 원으로 돌아가 텅 빈 마음으로 살다 간 일만 기록하

다. 정조가 김종수에게 원한 것이 바로 이 이었던 것이다.

정조는 그 해 12월 다시 한 번 더 제문을 지어 보냈다. 이 에서 을미년 12월 

3일의 일을 다시 언 하고 마지막에 “섣달 사흘의 이 녁이 어느 녁이던가. 

47) 정조, �홍재 서� 권25, ｢左議政文忠公金鍾秀緬禮時致祭文｣.

48) 정조, �홍재 서� 권25, ｢文忠公金鍾秀靷日致祭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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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郭의 寒梅가 드디어 지나간 자취가 되고 말았도다. 령이 어둡지 않을 것이니 

바람 편에 부치는 나의 한 잔 술을 흠향하기 바라노라.”라 하 다.49)49) 1800년 3월 

정림에서 改葬하 는데 이때도 제문을 내렸다.50)50)그리고 석 달 후, 정조는 세상을 

떠났다. 순조도 등극한 후 동덕회의 날 12월 3일을 맞아 서명선과 함께 김종수에

게 제문을 내렸다. 그리고 1801년에는 드디어 정조의 묘정에 배향하는 은혜를 베

풀었다. 

그러나 1806년 정국의 흐름이 바 자 는 굴욕으로 바 었다. 이미 죽은 심

환지 등과 함께 작이 삭탈되고 이듬해에는 정조의 묘정에서 黜享되었다. 역 으

로 몰린 김상로의 인척이요 金龜柱(1740∼1786)의 배후로 지목되었던 것이다. 역

의 소굴이자 두뇌가 되었다고 하는 등 李時秀(1745∼1821) 등으로부터 거친 비

을 받았다. 그를 모시던 서원도 훼철되었다.51)51)  

이런 시 이 지나고 그 이름조차 잊힐 무렵 외부 신으로 있던 金允植(1835∼

1922)은 1896년 탄핵을 받아 몽  남쪽 방이동에 머물 때 김종수의 행 을 떠올리

고 시를 지었는데 다음은 그 후반부다.

텅 빈 들 을 돌아보니

석인의 풍모 그리워지네.

아아, 원우의 당 으로

백 년의 세월 묶여 있다네.

구원에서 일으킬 수 없으니

가 제천의 공업을 이룰 수 있으랴!

回看空蕩野 緬懷碩人風 

嗟哉元祐籍 沉淹百年中

九原難可作 誰能濟川功 

김윤식, ｢방이 의 우사에서 옛일을 회고하며[芳荑村寓 懷古]｣(�雲養集� 권5).

49) 정조, �홍재 서� 권25, ｢左議政金鍾秀致祭文｣.

50) 정조, �홍재 서� 권36, ｢奉朝賀金鍾秀緬禮時致侑敎｣.

51) 이 일은 순조 6년과 7년의 실록 기사에 거듭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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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의 주석에서 “몽오 상공이 조정에 있을 때 정직하여 다른 사람들의 뜻을 

많이 거슬 다. 그러나 오직 의를 따라 마음에 겨자씨만큼도 맺힌 것이 없었으므

로 정조 임 께서 그를 매우 히 여겨, 일 이 ‘김 아무개의 흉 에는 꺼기가 

남아 있질 않다. 깨끗하게 마음이 텅 빈 사람이다.’라고 칭찬하셨다. 세자시강원에

서 모실 때부터 임 의 知遇가 있었으며 공이 돌아가시자 정조 임 께서 시를 내

려 다음과 같이 애도하셨다.”라 하고 정조가 내린 시를 인용하 다. “공탕야”라 한 

구 은 김종수의 집 돌올공탕서를 두고 이른 것으로, 그 집이 사라지고 없는 것을 

이 게 한탄하 다. �시경�에서 이른 碩人과 같은 높은 덕망을 가진 김종수가, 司

馬光 등이 王安石의 新法에 반 하다가 元祐의 당 이라는 罪案에 오른 것과 같은 

신세가 되었음을 안타까워하 다. 사후에 정조로부터 기림을 받았지만 그 후 청명

당으로 낙인  신원이 되지 못한 것을 개탄하 다. 그리고 김종수를 은의 고종

高宗을 보필한 傅說에 비하고 그와 같이 뛰어난 재상이 출 하지 못하는 실을 

안타까워하 다. 비록 먼 수이기는 하지만 같은 성씨인지라 이 게 기억해  것

인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김종수는 1899년 신원이 이루어졌고 고종이 致祭의 명령을 내렸다. 그러

나 이 시기에 와서 이것이 그리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사후의 욕이 

이러하 다.

논문투고일(2019. 5. 10),   심사일(2019. 5. 23),   게재확정일(2019.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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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im Jong-soo, King Jeongjo’s most credible servant

Lee Jongmook

 

Dongduk-hoe(同德 ) was a meeting for the purpose of solidarity, and the core  

members were Seo Myeong-sun(徐命善), Jeong Min-si(鄭民始), Kim Jong-soo, and Hong 

Kook-young(洪國榮) who played a great role in succeeding King Jeongjo's throne. A few 

months after the inauguration of King Jeongjo, Kim became the governor of Gyeonggi 

Province and seized military power as Secretary of Defense. At the same time, he became 

head of Kyujanggak and promoted important cultural projects of the country. However, he 

resigned as soon as the state stabilized.

King Jeongjo nicknamed Kim ‘Dololgongtangseo-Juin(突兀空蕩墅主人)’, meaning that he 

accomplished a great missions but never had stained his reputation, and he was noble and 

not greedy. King Jeongjo scolded that he was frank and spoke carelessly. Therefore, Kim 

started using his special name ‘Sol-ong(率翁)’. He confirmed that it was King Jeongjo's 

will to distance him from politics and thus protected his image of hermit from around 

1780. He lived with his older brother Kim Jong-hoo(金鍾厚) in an area nearby Suseo and 

Uiwang as of now, and called the house ‘Jai-dang(自怡 )’ and ‘Yain-sil(野人室)’. In his 

old age, he moved to Mongchon(夢村) again and called his name ‘Mongo-sanin(夢梧山

人)’. At the very end, He avoided going to Seoul and instead visited beautiful mountains 

or stayed in the place where his grandson was serving as a public officer. For this reason, 

He received the greatest grace from King Jeongjo until his death, and he was 

commemorated after his death.

Key words : Kim Jong-soo(金鍾秀), Dongduk-hoe(同德 ), Dololgongtangseo-Juin(突兀空

蕩墅主人), Sol-ong(率翁), Mongo-sanin(夢梧山人), Jai-dang(自怡 ), Yain-sil 

(野人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