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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연구 목적 연산군은 조선의 10 대 임금으로 주로 정치적인 맥락에서 평가되어, 폭군으

로만 인식되어 왔고 연산 시기의 통치를 폭정으로 규정해왔다. 그러나 실제 연산군이

어떤 사람인지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연산군은 정신질환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는 양극성 장애에 부합되는지 알아보고, 이와 더불어 생모인 폐비 윤씨도 양극

성 장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였다.

연구 방법 연구 내용은 우선 연산군이 보인 증상을 기술하고, 증상의 시작 및

지속기간, 삽화간 기능 등에 대해 확인하여, 양극성 장애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또한, 연산군의 어머니인 폐비 윤씨를 포함한 연산군의 직계 혈족을 중심으로

가계도를 확인하여 정신과적 질환의 가족력을 파악하였다. 연산군 일기를 중심

으로 문헌을 고찰하였고, 그 외 기존의 정신분석적, 심리학적 논문 및 인터넷

자료, 역사학적 저서들을 찾아보고 참고하였다.

결과 연산군은 기분 삽화가 수개월 이상 지속되다가 관해와 재발을 반복하였

으며, 이런 삽화 중에 증상의 중증도가 심할 때는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기도

하였다. 조증과 우울 증상이 삽화적으로 나타난 임상 경과로 볼 때 양극성 장애

가능성이 높다. 폐비 윤씨도 출산 후 기분 증상이 시작되었고, 삽화적으로 나타

나며, 관해 시기에는 정상적인 기능을 보인 것으로 보아 양극성 장애가 가능성

이 높다고 생각된다.

결론 연산군 일기와 관련 문헌을 통해 확인한 임상양상과 가족력을 볼 때 연산

군과 폐비 윤씨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양극성 장애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

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는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연산군과 폐비 윤씨가 양극

성 장애 가능성이 있음을 처음으로 밝혔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중심 단어   연산군, 폐비 윤씨, 연산군일기, 양극성장애, 기분장애, 산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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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연산군은 성종의 적장자로 7 세의 어린 나이에 세자로 책봉되고, 19 세에 조선

의 10 대 국왕으로 즉위하였다.1) 그러나 12 년만에 왕조 최초의 반정으로 폐위되

어, 유배된 지 두 달 만에 30세의 젊은 나이로 병사하였다.2)

연산군은 영화나 드라마, 소설 등에서도 많이 다뤄졌지만, 대부분 폭력적인

광인, 문란한 패륜아의 전형으로 묘사된다. 지금까지 연산군은 재위 기간 동안

의 정치적인 관점으로만 주로 평가되어 왔다. 연산군이 왕위에 있던 시기에 무

오 사화와 갑자 사화라는 두차례의 큰 사건이 일어났다.3) 이 과정에서 많은 신

하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변방으로 귀양을 보내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연산군

의 정치적 평가는 한국 역사에서 부정적인 폭군의 대명사로 인식되어 왔다. 정

치적인 관점에서 이 두 사화에 대한 해석은 몇 가지가 있다. 훈구 세력과 사림

세력 간의 대결로 보는 견해4, 5)와 삼사의 언론 활동에 대한 불만을 가진 의정부

6 조와의 충돌이라는 견해6)가 있으며, 연산군의 왕권과 신권의 대립이었다는 견

해7, 8) 등이 있다. 또한, 신권세력의 도전에 대한 왕권의 반격으로 보는 주장9)도

있으며, 갑자사화가 연산군의 생모인 윤씨가 폐비된 사건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

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는 의견10)도 있다.

그러나 사화로 발전된 과정과 이 시기의 연산군의 행동들은, 이러한 정치적인

관점으로만 해석하기에는 다소 과한 부분이 있다. 특히, 갑자사화 전후로는 정

서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해지면서, 분노나 감정 조절을 못하고 성적으로 문란하

고 사치를 하는 등11) 양극성 장애의 조증 증상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실제 연산군이 어떤 사람인지, 실제 성격이 어떤지, 정신질환의 가능성이 있

는 것은 아닌 가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이와 관련된 논문이나 연

구들이 있는지 국내 의학 학술지를 찾아보았으나 정신의학적 관점으로 쓰여진

논문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정신의학적 관점은 아니지만 정신분석학적 관점으

로 연산군을 고찰한 논문12)이 한 편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연산군의 행동을 초

기 자아형성 과정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해 실패한 대상관계의 결과로 보고

있다. 연산군의 심리적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연산군의 삶을 정신분석적으로 보

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으나, 정신병리적 관점까지는 접근하지 않고 있

다.

또한, 연산군의 생모인 폐비 윤씨 역시 양극성 장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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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과 대비들의 간택으로 왕비가 될 때까지 문제가 없다가, 이후 지나친 질투

와 반항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결국 폐비가 되어 사사되는 일까지 벌어지

게 되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관련 문헌을 찾아보고 연산군에 대한 정신의학적

고찰을 하였다. 연산군에게 정신질환이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양극성 장애에 부

합되는지 알아보았고, 이와 더불어 생모인 폐비 윤씨도 양극성 장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았다.

연구 방법

연구 내용은 우선 연산군이 보인 증상을 기술하고, 증상의 시작 및 지속기간, 

삽화간 기능 등에 대해 확인하여, 양극성 장애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또한, 연

산군의 어머니인 폐비 윤씨를 포함한 연산군의 직계 혈족을 중심으로 가계도를

확인하여 정신과적 질환의 가족력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신 질환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들도 검토해 보았다.

현재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문헌 고찰의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주로

《연산군 일기》를 중심으로 연산군의 가족 및 주변인물을 파악하고, 성장환경

을 살펴서 정신의학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연산군에 대한 기존의 정신분석적, 

심리학적 논문 및 인터넷 자료, 역사학적 저서들을 찾아보고 참고 하였다. 나아

가, 본 연구 목적과 관련 논문을 찾아보기 위해, 사서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 검

색 방법을 사용하였다. [KoreaMed(국내의학학술지, https://koreamed.org)], 

[KMBASE_한국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 [KNBASE_한국간호학논문데이터베이스],

[Korea OpenMed_국립의과학지식센터]의 DB 에서 국낸 의학, 간호학 논문들을 검

색하였다. 국내 학위논문, 국내외 학술지논문, 단행본 등 통합검색 DB 인 [KERIS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http://www.riss.kr)]와 [NDSL_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

원] DB 를 이용하여 전반적인 주제에 대한 문헌들을 검색하였다. NDSL 은 과학기

술분야 중심의 전 주제 국내 DB 이며, RISS 는 전 주제 국내학술 DB 이다. 제공기

관이 다르며, RISS 가 NDSL 보다 수록범위가 넓으므로 일반적으로 RISS 에서 검색

결과를 이용하였고, RISS 는 국내 DB 중 교보문고, DBPIA(누리미디어), 

KoreaScholar, 학술교육원 eArticle, 한국학술정보 KISS 와 연계하여 검색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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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 있다.

1. 《연산군 일기》의 체제와 내용 소개13)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는 조선왕조실록으로, 조선 제 10 대 국왕 연산군(燕

山君)의 재위 기간인 1494 년 12 월에서 폐위된 1506 년 9 월까지 11 년 10 개월 간

의 국정 전반에 관한 역사를 다루고 있다. 폐위된 왕의 사실 편찬이므로, 조선

왕조실록에서 처음 일기라는 이름으로 후대에 남겨진 실록이다.14) 모두 46 책이

며, 활자로 간행되었다. 조선시대 다른 모든 왕들의 실록과 함께 국보 제 151 호

로 지정되었다. 편찬 기간은 연산군 사망 직후 1506 년 11 월 (중종 1 년)에 시작

되어 1509 년 9 월 (중종 4 년)에 완성되었다. 기존의 실록과 비교하여 내용을 기

술하는 방식이나 체제는 동일하다.15) 연산군은 반정(反正)으로 폐위되었으므로

임금이 죽은 뒤에 생전 공덕을 기리어 붙인 이름인 묘호(廟號)가 없고, 그 실록

도 광해군(光海君), 노산군(魯山君: 단종)처럼 일기라고 하였다.

《연산군일기》는 보통 한 달을 한 권으로 기재되었고, 기사가 적은 달은 모

아서 한 권으로 하였으며, 6-7 개월 분량을 수록한 것도 있다. 즉위한 달은 경우

기사는 9장에 불과지만, 이것을 제 1권으로 한 것만은 예외이다.13)

《연산군일기》는 무오사화로 인해 사관들의 활동이 위축되어 사초(史草)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고, 연산군의 사관에 대한 탄압으로 많은 수의 자료가 유

실되어 내용이 간략한 면이 많다고 한다. 그러나 성종 때부터 내려오는 기성세

력과 신진세력과의 갈등, 또 궁중 세력과 다른 지역 세력과의 충돌, 무오(戊午)

·갑자(甲子)의 양대 사화(士禍), 그리고 연산군의 사치스럽고 방탕한 생활 기

록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13)

기사 내용에는 무오사화가 일어난 연산 4 년 (1498 년) 이전까지는 대간들의

상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연산 4 년 이후 갑자사화가 일어난 연산 10

년 (1504 년)까지는 대간들의 상소와 왕의 전교(傳敎)가 반반을 차지하고, 그 뒤

폐위까지는 두 사화와 연관된 인물들의 처벌과 벌인 잔치에 관한 왕의 전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외관계에 있어서 대명관계는 아주 간략하나 야인(野

人)의 회유, 정벌(征伐)문제와 왜인(倭人)의 토산물 진봉(進封)은 상세히 기록

되어 있다고 한다. 또 왕의 시문 및 그에 화답한 관료들의 시가 많이 실려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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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연구에 사용한 《연산군일기》번역본

연구에서 연산군 관련 정보는 주로《연산군 일기》를 이용하였고, 폐비 윤씨

관련된 정보는 주로 조선왕조실록 중에 《성종일기》를 참고 하였는데, 모두 조

선왕조실록 웹 서비스 http://sillok.history.go.kr/ 에서 번역해 둔 자료를 이

용하였다. 이것은 조선왕조실록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사업을 통해 번역된 것들

로, 웹을 통해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보기 쉽게 정리가 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

다. 현재 《조선왕조실록》과 《고종• 순종실록》전체에 대한 원본 이미지와 원

문과 국역문을 제공하고 있어 실제 조선왕조실록을 보는 것과 유사하다. 이 서

비스 사업은 국보 151 호(1973 년)이며 UNESCO 지정 세계기록유산(1997 년)인

《조선왕조실록》과 《고종• 순종실록》을 국가 차원의 보존ㆍ관리를 위해 디

지털자료로 만들어 온라인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이미 구축된 역사자료와의

연계를 통해 민족 문화 유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시작되었다고 한다.16)

결과

1. 관련논문확인 위한체계적검색결과

[KoreaMed(국내의학학술지,https://koreamed.org)]에서 키워드를‘yeonsan 

OR yonsan’를 넣고 검색을 하였으나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쓴 논문은 없었다.

[KMBASE_한국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 [KNBASE_한국간호학논문데이터베이스],

[Korea OpenMed_국립의과학지식센터]의 3 개 DB 에서 각각 검색식을 ‘연산군

OR yeonsan OR yonsan’넣어 시행한 검색결과에서도 관련 논문은 없었다.

국내 학위논문, 국내외 학술지논문, 단행본 등 통합검색 DB 인 [KERIS 학술

연구정보서비스(RISS, http://www.riss.kr)]에서 검색식을 ‘ (연산군 OR 

yeonsan OR yonsan) AND (정신 OR psycho* OR psychiatry*)’로 넣어서 나온

학위 논문 29 건, 학술 논문 37 건으로 나왔고, 기계적 중복 제거 후 남은 24

건의 논문들 중에서 정신의학적 관점으로 쓰여진 논문이 있는지 직접 제목과

내용을 확인하였으나 없었고, 관련 논문으로는 정신분석학적 관점으로 연산

군을 고찰한 논문 1건이 나왔다.12)

[NDSL_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DB 에서는 검색식 ‘(연산군 OR yeon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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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yonsan) AND (정신 OR psycho* OR psychiatry*)’을 넣어 검색하였으나,

RISS 검색결과와 비교하여 더 유의한 결과를 발견하지 못했다.

2. 기분장애를시사하는임상양상

연산군 일기를 통해서 연산군은 19, 20 세에 우울증상과 다양한 신체증상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산 1 년(1495, 19 세) 1 월17, 18)에 ‘사은사 신준

이 중국에서 면창을 치료하는 약을 물어 가지고 와서’, 승정원 신하가 “전

하께서 소변이 잦으시므로 축천원을 드리라 하시는데”, “상께서 옥체가 편

치 않으심은 추위에 상한 소치입니다… 면창에는 추위를 피하는 것이니, 염

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이 듣자오니, 전하께서 면창에 약간 붉은

발이 있으며 또 고름이 나고 소변이 잦으시다 하니”등은 소변 증상과 얼굴

에 종기가 있었다는 알 수 있다. 4 월19, 20)에는 “내가 허리 아래에 병이 있

고 발도 역시 시고 아프니, 지금 중국 사신이 오게 되었는데 만약 치료하지

아니하면 행보가 반드시 어려울 것이므로, 이 때문에 경연에 나가지 못한

다”라며 정확한 병명은 기술되지 않았지만 허리 통증과 발이 시리고 쑤시는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5 월21, 22)에는 “내가 몸이 불편하고 손이 떨려서 글

자 획이 반듯하지 못하니”는 기록을 통해 모호한 몸의 불편감과 손 떨림을

호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산 2 년(1496, 20 세) 2 월23, 24)은 “나는 즉위한 이래로 병이 몸에서 떠

나지 아니하여… 밥을 먹어도 맛이 달지 아니하고 잠을 자도 자리가 편하지

못하며, 구정물을 마신 것과 같고 썩은 고기를 먹는 것과 같다”라는 기록을

통해 연산군이 식욕 저하, 수면의 어려움의 우울증상과 지속적인 신체증상을

가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같은 해 10 월25)에도 “한가지 병이 좀 나으

면 한 가지 병이 또 생겨, 누워서 앓은 것은 아니지만 기운이 흐리고 곤하며,

식사는 전보다 줄지 않았지만 잠을 편안히 자지 못한다. 의원이 진맥하여도

약이 도무지 효험이 없어서 약을 중지하고 조리하였는데”라는 기록이 있다.

신체 증상, 수면문제, 기운이 없고 피곤한 증상 등을 통해 우울 삽화를 의심

할 수 있다. 11 월26, 27)에는 “열기가 가슴을 번거롭게 하고 기침도 잦아서

밤새도록 괴로워 잠을 이룰 수 없었다”라는 기록은 연산군이 가슴에 열이

올라오는 증상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6

연산 4 년(1498, 22 세)에는 경조증이 의심되는 기록을 찾을 수 있다. 6 월

28, 29)에는‘왕은 중국에 가는 사신에게 명령하여 중국 물건을 많이 사가지고

오게 하였는데, 그 값이 면포(綿布) 4 만 3 천여 필에 달하였다.’라는 기록

을 통해 사치가 증가된 것을 알 수 있다.

연산 4 년 7 월에는 무오사화가 일어났다. 이는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판하

는 내용이 담긴 김종직의『조의제문』을 김일손이 사초에 실었고, 연산군은

이것이 왕권에 대한 사림세력들의 도전으로 여겨 이들을 축출한 사건이다.30)

이에 죽은 김종직은 부관참시 당하고 김일손 등은 능지 처참에, 다수의 사림

세력들은 귀양을 가게 되었다.

무오사화 이후부터 진상이 본격적으로 늘어났고, 10 월 30 일 기록31, 32)에는

‘화급함을 표시한 인전(印篆)을 만들어서 사옹원(司饔院)에 비치하여 공상

(供上)하는 물건을 독촉하는 데 사용하게 하였다.’를 통해 진상에 더 집착

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과도하게 사냥에 집착하는 모습도 있었다. 9 월 25 일33, 34)‘대간이 대

자산(大慈山)에서 사냥하는 일은 미편하다는 것을 논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이는 그때까지 능(陵)에 참배도 않았는데 능이 가까운 곳에서 말 달리며 사

냥한다는 것이 불가하므로 논한 것이었다.’, 연산 4 년 10 월 16 일35, 36)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대간(臺諫)이 사냥할 때 부교(浮橋)와 군마

(軍馬) 동상(凍傷)의 폐단을 들어 극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 대사간(大司

諫) 김계행(金係行)이 한 마디 말도 없이 우는 형상만 짓고 있었다. 사간(司

諫) 안윤덕(安潤德)이 아뢰기를, "모자의 사이는 상하가 다름이 없사온데, 

전하께서 이같은 지독한 추위를 무릅쓰시고 멀리 산판(山阪)으로 사냥 나가

신다면 대비께서 염려하심이 어찌 다함이 있사오리까." 하였으나 듣지 않았

다.’를 통해 사냥에 더욱 몰두하는 모습도 알 수 있다.

그러나 같은 해 9 월37, 38) ‘신하들을 나누어 보내어 변방의 방비를 시찰하

고, 아울러 경유하는 각 고을의 불법을 살피게 하였다.’의 기록을 통해 민

생 안정을 위해 적절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이 시기에

경조증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지만 심한 판단력 저하까지 나타나지는 않았다

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연산 5 년(1499, 23 세) 1 월39, 40)에 “지금 외방의 민간에게 부과한 노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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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하고, 각 관사의 노비들이 백성들에게 끼치는 폐해는 더욱 심하다 하니

이를 장차 무엇으로 구제할 것인가? 이를 의정부에 내려 보내 의논하게 하고, 

이 뜻을 널리 타일러 깨닫도록 하라."라는 기록으로 보아 백성들을 걱정하며,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연산 5 년 3 월 9 일38, 41) ‘"어승마(御乘馬)를 빠르게 달려, 좌·우의 시종

들이 아무리 따라가도 미치지 못하게 함은 대체에 온당치 못한 일이오니, 청

컨대 종용히(從容: 성격이나 태도가 차분하고 침착하게) 하옵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 말(馬)은 나에게 편안하거늘 어찌 아랫사람의 폐를 보아서

불편을 좇겠느냐."’, 10 월 28 일42, 43) ‘포시(晡時:오후 4 시전후) 경에 왕

이 환궁하는데, (중략) 말을 달리며 오르내리게 하니, 말이 피곤하여 엎드러

지고 가지 못하기도 하였다.’라는 기록은 말을 빨리 달려 신하들이 따라 가

기 힘들어 하고, 말까지 피곤하여 엎드리는 정도로 사냥을 과도하게 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9 월 1 일44)에는 “석산수(石山守) 선식(善植)이 들인

옥대(玉帶) 값으로 면포(綿布) 1 백 50 필을 내려 주라."라는 기록을 통해 진

상 외에도 연산군 무분별한 포상으로 소비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연산 6 년(1500, 24 세) 1 월45, 46)에는 적절한 모습을 보여, 관해 상태로 의

심된다.‘”전라도에 기근(飢饉)이 너무 심하니 백성들이 살아 가지를 못합

니다. 이번에 당귀(當歸) 뿌리 20 석을 들이라 명하였는데, 그 폐가 적지 않

습니다. 청하옵건대 다시 수량을 감하여 민폐를 덜게 하소서.”하니, (중략)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에서 백성들의 어려움을 헤아리며 신하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행동이 기록에 나타나있다.

같은 해 6 월부터는 사소한 문제까지 연산군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시작

하였다. 6 월 9 일47, 48)에는 "내관(內官) 박승은(朴承恩)이 임금 앞에서 웃음

을 머금었으니 당직청(當直廳)에서 장(杖) 1 백을 치라."라며 임금 앞에서

웃음을 머금었다고 장 100 대를 치라는 과한 반응을 보였다. 9 월 6 일49, 50)에

는 "조정에서는 예절보다 더 큰 것이 없고, 군신(君臣) 간에는 공경보다 중

한 것이 없는 것인데, 잔치에 참여한 종실(宗室)과 재상 중에 더러 내려준

술을 마시고는 자리로 돌아가 앉지도 않고 그냥 나가는 사람이 있었고, 더러

는 한 번 나가고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있었으며, 잔치가 끝나서는 진

실로 마땅히 차례차례 나가야 될 것인데, 더러는 앞을 다투어 달려나가 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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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순서를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었으니 임금과 지척인 자리에서 예절이 이

래서는 안 될 것이다. 하물며 군신이 경사스럽게 모이는 잔치는 1 년 동안에

거행되는 날이 몇 번이 아닌데, 사고(事故)를 핑계하여 참여하지 않는 사람

이 또한 많이 있었으니, 그 예절과 공경에 어찌 되겠는가. 경 등이 내 뜻을

거듭 타일러 각자의 그 거동을 공경스럽게 하여, 법식과 예절에 어긋남이 없

도록 하라." 라며 대신들이 예절을 지키지 않는다며 지적하였고, 이날 참여

하지 않은 대신에게는 국문까지 지시하는 일이 있었다. 

연산 6년 10 월51, 52)부터는 다시 경조증을 시사하는 기록이 있다.

“전하께서 환관이 나 궁첩(宮妾)들과 친근한 날이 항상 많고 현명한 사대

부(士大夫)를 접견하는 날은 항상 적으며, 안일하게 즐기며 노는 것을 좋아

하는 날은 항상 많고 직언(直言)과 정도(正道)를 듣는 날은 항상 적어, 비록

학문에 뜻이 있기는 하나 방해하는 것이 너무도 많아…”, “왜선(倭船)에

주는 식량 때문에 대부분 남도(南道)의 곡식을 소모하게 되고 (중략) 야인

(野人)들에게 공을 상주는 폐단을 열어 놓으니, 한도가 있는 물자로써 한정

이 없이 공급해 주게 되면, 장차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근일에 국고

(國庫)의 재물과 양곡을 본궁(本宮)으로 옮겨 바친 것이 그 수량이 매우 많

다고 하는데, 어디 쓰는 것인지 알 수 없으며 (중략) 소목(蘇木)은 여러 대

에 걸쳐 축적한 것으로서 이루 다 쓸 수가 없을 정도였는데 지금 탕진되어

버리고 남은 것이 없습니다. 신 등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궁중에서 사여(賜

與)하는 데 소모된 모양인데, 사여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알 수

없으며, 사옹원(司饔院)에서 천인(賤人)들에게 대접한 수효도 대단히 많아

하루 동안에 소비되는 수량이 거의 여러 백냥에 달하는데, (중략) 전하께서

몸소 각심하고 노력하여 조심하고 검소하게 하는 일을 준행하시되”라는 기

록을 통해 여전히 소비와 사치가 증가되어 신하들이 걱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연산 7 년(1501, 25 세) 4 월53, 54)에는 사치가 더 심해졌다.‘공안(貢案)

상정하는 관청을 두어, 신하에게 명하여 그 일을 감독 관장게 하였다.’라

는 기록 현저히 증가된 소비를 충당하기 위해 관청을 만들었고, 공안이 확

대되어 민생의 부담이 폭증한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고 한다.11)

이후 연산 7 년 기록에서는 기분 증상을 의심할 만한 내용은 드러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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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관해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산 8 년(1502, 26 세) 3 월과 4 월까지도 백성을 위하고 적절한 정책을 내

놓은 모습을 통해 관해 상태가 지속되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3 월

기록55, 56)에는“어살[魚箭]은 국가에서 가난한 백성에게 주고 차례로 세를

거두는 것이니, 백성을 위한 뜻이 지극한 것이다. 그러나 겉 다른 사람이

몰래 이익을 얻는다면 아뢴 본의에 어긋남이 있지 않겠는가?" 라며 백성을

생각하는 모습이 드러나있다.

4 월 19 일 기록57, 58)에는 가뭄으로 인해 고생하는 백성을 걱정하는 모습

도 있다. 

"근년 이래로 재이(災異)가 거듭 나타나고 곡식이 잘 여물지 않으므로, 

내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고 반드시 원인이 있을 것이라 여겨, 항상 엷은

얼음을 밟듯이 조심해도 오히려 능히 하늘의 마음에 우러러 보답하지 못했

다. (중략) 하늘이 오랫동안 비를 내리지 않아 백성들이 구름과 무지개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이래서 내가 아래로는 창생들을 염려하고 위로는

천도(天道)를 생각하여 공경하고 조심하는 마음이 이르지 않는 데가 없다. 

나의 부덕(不德)이 비록 하늘의 꾸지람을 초래할 수 있지마는, 또한 안으로

는 모든 관료(官僚)들과 밖으로는 수령(守令)들이 법을 받들기를 삼가지 않

아, 부역(賦役)이 편중(偏重)되고 부당한 징수가 한이 없으므로, 원한을 품

는 백성들이 왕왕이 있으며, 감옥은 비지 않고 송사는 처리되지 않으므로, 

형벌이 가혹하여 무고(無辜)한 사람까지 죄가 미치고 죄를 너그럽게 판결하

는 데 게을러 으레 세월만 지연시키게 되니, 답답한 것이 불평(不平)한 기

운이 되어 천지의 중화(中和)를 해쳐 나의 부덕을 더하게 하니, 내가 이것

을 두려워한다. 내가 신하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자위하는 것이 아니라, 위

아래가 서로 가다듬어 하늘의 꾸지람에 보답하기를 바라니, 지금부터는 각

각 맡은 바 직무에 부지런하고 근심 걱정하는 데 마음을 다하여 천심(天心)

에 보답하고 민의(民意)를 기쁘게 할 것을 생각하되 조심스럽게 옥사(獄事)

를 처결하고 분명하게 일을 처리하며, 백성들이 혹시 원통함이 있으면, 곧

풀어줄 도리를 강구하여 죄수가 옥에 밀리고 송사가 관에 쌓여 과인의 몸에

근심을 끼치지 말도록 하라. 중외(中外)의 모든 관료들로 하여금 그 직책을

정성껏 수행하여 모두 나의 근심하며 부지런히 수성(修省)하는 뜻을 몸받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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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라."

연산 8 년(1502, 26 세) 6 월 28 일부터 기록59, 60)에는 사치가 증가되어 국

고가 바닥난 것이 드러나서 신하들이 걱정하는 모습이 나타나있다. “1 년

동안 쓸 것이 저와 같은데, 금년이 절반도 못되어 쓴 것이 또한 이와 같습

니다. 금은(金銀)·사단(紗段) 같은 것은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지 않으니, 

모자라면 잇대기가 어렵습니다. 각 관사(官司)의 모든 물건이 이미 없어져, 

각 고을의 공부(貢賦)도 모두 인납 하여 쓰고 또 부족하면 저자에서 사들이

는 것이 많습니다. 명년에 중국 사신 김보(金輔)가 오면 청구하는 것이 반

드시 적지 않을 것이니, 국가에서 더욱 용도를 절약해야 할 것입니다.", "

각 관사(官司)에서 인납(引納)하는 것은 너무도 아름답지 못한 일입니다. 

공부(貢賦)는 모두 백성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그 해 공부도 오히려 충분히

바치지 못하는데 만약 인납한다면 백성이 곤궁할 것은 뻔한 일입니다. 신

등은 번거롭게 모독함이 매우 두렵지마는 다만 백성을 위하여 감히 아뢰오

니 다시 더 유의(留意)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왕이 친근한 사람들을 사

랑하여 물품을 내려줌이 너무 지나치고 잔치놀이를 법도 없이 하므로, 인수

왕비(仁粹王妃)가 바로잡지 못할 것을 알고’라는 내용이다.

8 월 6 일 기록61)에는“백성들의 밥먹는 어려움이 극도에 달했습니다. 연

사(年事)의 흉년이 이와 같으니 마땅히 임시 편의로 급하지 않은 역사(役

事)를 그만두어 국가의 비용을 줄여야 할 것이니, 장인(匠人)을 먹이는 비

용이 또한 어찌 적겠습니까? 신 등이 아뢴 것도 이를 위해서 입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연산군의 기호도 더욱 다양해졌다. 연산 8 년 7 월 16 일62, 63) ‘옥공(玉

工) 송산(松山)을 보내어 함경도 단천군(端川郡)에서 청옥(靑玉)을 캐내게

했는데, 캐낸 것이 1 천여 개나 되었다. 이것을 독촉하여 운반하도록 하자

수레가 부서지고 말이 넘어져 죽으므로 남녀가 지고이면서 운반하니, 원망

과 한탄 소리가 길에 가득했다.’ 10 월 7 일64) 65)‘이때에 내총(內寵)이 점

점 성하여 먼 지방의 진기한 음식물을 구함이 한정이 없으니, 각 고을이 능

히 지탱할 수 없었다.’

이후 기록에도 경조증 혹은 조증 삽화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인다. 연산 8

년(1502, 26 세) 10 월 21 일66, 67)‘초동(樵童) 5, 6 명이 목멱산(木覓山)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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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에 올라 바라보는 것을, 왕이 보고 쫓아가 붙잡게 하고 연행(連行)되어

온 사람 수십 명을 모두 아주 심하게 곤장을 쳤다. 왕이 음탕한 놀이를 무

도하게 하고, 혹은 불시로 나인들을 뒷뜰에 모아서 미친듯이 노래를 부르고

난잡하게 춤을 추는 것을 날마다 즐거움으로 삼으면서 바깥 사람들이 이를

알까 염려하기 때문에, 임압(臨壓)에 대한 금지가 더욱 엄하여져서 산 아래

인가(人家)를 허는 데까지 이르렀다.’ 11 월 5 일68, 69)‘왕의 사치가 날로

심하여 후원(後苑)과 별전(別殿)을 모두 향을 태워 따뜻하게 하는 것이 보

통이었다.’

그럼에도 민생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놓지는 않았다. 이는 경조증 혹은

조증이 의심이 되지만 심각한 정도의 판단력의 문제가 동반되지 않았던 것

으로 추정된다. 연산 8 년 7 월70, 71)에는 백성들과 죄인을 걱정하는 모습이

드러나있다. "요즈음 불같은 더위가 점점 성하여 전일에 비하여 더욱 심하

니, 내가 염려하건대, 중앙과 지방의 죄수들이 옥에 갇혀서 오랫동안 무더

위에 숨이 막히면 반드시 병을 앓게 될 것이요, 또한 옥사(獄事)를 다스리

는 관원이 불쌍히 여겨 송사(訟事)를 공평하게 잘 처리하지 못하고, 함부로

고문을 가하며 시일을 늦추게 되면 반드시 죄 없는 사람이 운명하여 나의

흠휼(欽恤: 죄인을 신중히 심문하는 일)하는 뜻을 손상시킬 것이다. 말이

여기에 이르니 마음속이 몹시 슬프다. 나의 지극한 생각을 본받아 중외의

형관(刑官)들을 효유(曉諭)해서 각 옥안을 깨끗이 청소하여 더위를 먹지 않

도록 하고, 신문과 판결을 정밀 신속하게 하여 원통하고 지체되는 일이 없

도록 하라." 라는 기록에는 여름 불볕더위에 시달릴 죄인들의 건강을 걱정

해 옥사 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더위를 먹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쓰라고 명

령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신문과 판결을 신속히 진행해 백성들을 보살피라

는 당부까지 하였다.72) 이런 모습은 연산군 일기 연산 4 년 9 월34, 37), 연산

5 년 1 월39, 40), 연산 6 년 1 월45, 46), 연산 8 년 3 월55, 56), 4 월42,58)에도 나타

난다. 연산군은 백성들이 억울해하지 않도록 정확하고 신속하게 일을 처리

하라는 명령을 자주 내렸다.

또, 연산 8 년 11 월 14 일 기록73, 74)에는 주요 쟁점인 외교 사안에서도 지

극히 상식적이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는 것이 나타나있다.

"중국 서북 지방의 오랑캐 나라에서 오(獒)라는 개를 바치니, 소공(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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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나라 무왕 시절의 명신)은 마땅히 받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글을 지

어 무왕(武王)을 경계하기를 ‘개나 말도 그 지방의 산물이 아니면 기르지

않고, 진귀한 새나 기이한 짐승을 나라에 기르지 않으며, 먼 곳의 물건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먼 지방의 사람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내

가 듣건대, 앵무새를 선왕(先王) 때에 바쳤으나 값만 비싸고 나라에 이익이

없었다고 하는데, 지금 또 암 원숭이를 바치니 반드시 이전 일에 의거했을

것이다. 그러나 근자에 구리와 쇠와 같은 필요한 물건도 그 값을 대기가 어

려워서 공무역(公貿易)과 사무역(私貿易)을 정지했는데, 하물며 이같은 무

익한 짐승이겠는가? 도로 돌려주고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타이르라."

연산 8 년 8 월에는 우울감도 드러나있다. 조증 혹은 경조증을 증상이 있으

면서 우울감이 동반된 것이 나타나며 혼재성 삽화(mixed episode)를 의심해

볼 수 있다. 8 월 3 일75, 76)‘회묘는 허물이 비록 성종(成宗)에게는 많았지마

는 공적도 또한 우리 나라에서는 무거웠는데, 20 여 년 동안이나 오래도록

굶주린 혼령이 되어 (중략) 말과 생각이 여기에 이르니 나도 모르게 슬픔이

마음속에 핍박하여 극히 눈물이 두 눈에서 뚝뚝 떨어졌다’라는 기록이 있

다.

연산 9 년(1503, 27 세) 이 되면서 점점 더 판단력이 흐려지고, 부적절한

모습이 드러나있다. 연산 9 년 2 월 11 일77, 78) ‘술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대간이 힘껏 청하므로 마지못해 좇기는 했으나, 궁중에서 음탕하게 즐기는

일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6 월 13 일79, 80) ‘왕이 미행하여 환자(宦

者) 5, 6 인에게 몽둥이를 들려 정업원(淨業院)으로 달려들어가 늙고 추한

여중을 내쫓고, 나이 젊은 아름다운 자 7, 8 인만 남기어 음행하니, 이것이

왕이 색욕을 마음대로 한 시초이다’라는 기록에서 충동적이며, 문란한 성

적 행동, 과도한 음주를 통해 조증 삽화를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또, 고의가 아니었을 우발적 실수에 대해도 처벌 수준이 가혹한 기록이

있다. 9 월 11 일79) "예조 판서 이세좌(李世佐)가 잔을 드린 뒤 회배를 내릴

때에 내가 잔대를 잡았는데, 세좌가 반이 넘게 엎질러 내 옷까지 적셨으니, 

국문하도록 하라." , 9 월 12 일79, 81) "이세좌가 하사하는 술을 엎질러 내 옷

까지 적시고 자리 위에도 흘려 오래도록 마르지 않았다. 재상은 작은 과실

이 있더라도 사(赦)하여 주는 것이지만 이것은 심히 공경스럽지 못한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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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버려둘 수 없다. 더구나 자신이 예관(禮官)으로서 이럴 수가 있느냐?", 

‘승정원에게 추국(推鞫)하라는 전지(傳旨)를 써서 아뢰니, 전교하기를, "

그 안에 ‘소리가 나도록 엎질러 어의까지 적셨다.’는 등의 말을 더 써 넣

으라"’, 9 월 21 일82, 83) "이세좌(李世佐)가 배소(配所)에 이르는 날짜를 자

세히 아뢰라. 거느리고 가는 관원이 사정이 없지 않아 반드시 독촉하여 가

지 않을 것이니, 서울을 떠나는 날짜도 함께 자세히 아뢰라. 혹시라도 지체

하여 늦는 일이 있으면 중한 죄로 논하리라." 라는 기록들이 있다.

또, 다른 기록에는 혼재성(mixed) 증상도 보였다. 연산 9 년(1503, 27 세) 

11 월 20 일84, 85) ‘호피(虎皮) 7 장을 내려 정승·승지·대사헌 들에게 하사

하였다. 좀 있다가 왕이 크게 취하여 (중략) 풍악을 벌이고 술을 하사하였

다. 한형윤에게 시를 짓게 하고 (중략) 왕이 스스로 북을 쳐 노래하고 춤추

며 여러 기생들에게 화답하게 하였다. 모신 여러 신하들을 혹은 노래하고

혹은 춤추게 하며, 더러는 손으로 사모를 벗겨 머리털을 움켜 잡고 희롱하

며 욕보이기를 극히 무례하게 하여 군신 간의 예절이 없었다. 술이 한창일

적 왕이 안으로 들어가므로 형윤과 희보가 부축하여 모시고 안뜰로 들어가

앉았는데, 왕이 광한선(廣寒仙)을 끌어당겨 곁에 앉히고 해금(奚琴)을 타게

하며’라는 기록에서는 만취해서 흥청망청 하는 모습으로 조증 증상을 의심

할 수 있다. 이후 갑자기 새벽에 경연을 여는데, 그 기록에는‘남곤을 불러

《춘추(春秋)》를 강하게 하고, 왕이 스스로 위(衛)나라 사람이 정(鄭)나라

를 쳤다는 전문(傳文)을 읽다가, 그 나라의 종묘와 사직을 파괴한 것을 멸

망시켰다고 표현했다.’는 대문에 이르러, 추연(愀然: 처연하고 슬픈)히 즐

겁지 않은 기색을 하며 이르기를, "즐겁게 술 마시는 밤에는 포폄(褒貶:옳

고 그름을 판단하여 결정)한 글을 읽을 필요가 없다."하고, 그만 일어나 들

어갔는데, 밤이 이미 4 경(更:새벽 1-3 시)이었다.’라며 우울하고 슬픈 모습

을 보이고 있다. 또한, 만취한 잔치에 이어 새벽에 갑자기 경연을 열었다는

사실은 경연을 싫어하던 연산군에 비쳐 봤을 때는 이례적이고, 충동적이며,

부적절한 모습이다.11) 이는 감정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며, 조증 증상과 우

울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혼재성 삽화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다음날인 연산 9 년 11 월 22 일86, 87)에는 과음으로 취한 뒤 기억이 나지 않

는다면서 실수 없었는지 물어보고 실수 없었다고 해도 자신의 행동을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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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러면서 주위 사람을 과도하게 신경 쓰는 행동이 드러나있다.

“다만 내가 실수나 없었는가?", "어제 과음하여 실수하였으니, 인군의 패

덕(敗德)이 이보다 더할 수 없고 역사를 더럽힘도 이보다 더할 것은 없으리

라. 군신 간에는 의당 예절로 대해야 하는 것인데, 이래서야 되겠는가? 내

일 경연(經筵)에 나가야 하겠으나 대신들 보기가 부끄럽다."라는 기록이 있

으며, 동시에 "어젯밤 일을 기생들에게 주의시켜 항간에 전파하지 말도록

하라." 라는 기록은 기생들에게 주의시키라며 자신의 잘못이 퍼지는 것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연산 10 년(1504),11 년(1505) 은 연산 10 년(1504, 28 세) 3 월 11 일88, 89)

에 일어난 갑자사화를 기점으로 되면서 폭력적이고 잔혹한 모습이 많이 드

러나며, 조증 증상으로 판단력을 잃고 분노 및 충동 조절의 어려움이 있음

을 알 수 있다. 심할 때는 집요한 면을 보이기도 하였다.

연산 10 년 3 월 20 일 기록90, 91)에는 자신의 생모의 폐비사건에 연류된 사

람들에 대한 분노로 광기 어린 행동을 하는 것이 드러나 있다.

‘항과 봉은 정씨(鄭氏)의 소생이다. 왕이, 모비(母妃) 윤씨(尹氏)가 폐

위되고 죽은 것이 엄씨(嚴氏)·정씨(鄭氏)의 참소 때문이라 하여, 밤에 엄

씨·정씨를 대궐 뜰에 결박하여 놓고, 손수 마구 치고 짓밟다가, (중략) 왕

이 불쾌하게 여겨 사람을 시켜 마구 치되 갖은 참혹한 짓을 하여 마침내 죽

였다. 왕이 손에 장검을 들고 자순 왕대비(慈順王大妃) 침전 밖에 서서 큰

소리로 연달아 외치되 ‘빨리 뜰 아래로 나오라.’ 하기를 매우 급박하게

하니, 시녀들이 모두 흩어져 달아났고, 대비는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왕

비 신씨(愼氏)가 뒤쫓아가 힘껏 구원하여 위태롭지 않게 되었다. 왕이 항과

봉의 머리털을 움켜잡고 인수 대비(仁粹大妃) 침전으로 가 방문을 열고 욕

하기를 ‘이것은 대비의 사랑하는 손자가 드리는 술잔이니 한 번 맛 보시

오.’하며, 항을 독촉하여 잔을 드리게 하니, 대비가 부득이하여 허락하였

다. 왕이 또 말하기를, ‘사랑하는 손자에게 하사하는 것이 없습니까?’ 하

니, 대비가 놀라 창졸간에 베 2 필을 가져다주었다. 왕이 말하기를 ‘대비는

어찌하여 우리 어머니를 죽였습니까?’하며, 불손한 말이 많았다. 뒤에 내

수사(內需司)를 시켜 엄씨·정씨의 시신을 가져다 찢어 젓담그어 산과 들에

흩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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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 10 년(1504, 28 세) 3 월 25 일92) 93)부터는 성종이 생모를 폐비시킨

것에 대해 신하들이 선왕의 오판과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지 못하였다며 과

도한 벌을 주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밖에는 대신이나 대간(臺諫)이 그 그름을 극력 말한 사람이 없었다. 가

령 내간에서 그 불가함을 진언하더라도 밖에서는 조정 대신이나 대간이 역

시 힘써 다투었다면 성종께서 또한 깨달으셨을 것이다”

4 월 1 일94, 95) "도승지가 의정부·춘추관 당상 및 예문관(藝文館) 관원과,

함께 다시 그때 옛일을 인용하여 일이 되게 한 자와, 폐위함이 불가하다고

간하다가 죄를 받은 자, 사약을 내릴 때 간하지 않고 명대로 가서 일 본 자

를 유(類)대로 뽑아 아뢰라.",

4 월 23 일96, 97) "회릉(懷陵)께서 폐위당할 때 귀인(貴人) 권씨(權氏)와 봉

보 부인(奉保夫人) 백씨(白氏), 전언(典言) 두대(豆大) 등이 모두 모의에

참여하였으니, 백씨와 두대는 모두 관을 쪼개어 능지(凌遲)하며, 권씨는 이

장(移葬)하되 묘를 만들지 못하게 하며, 또 묘소의 석물(石物)을 철거시키

고, 그 아들들은 모두 나누어 먼 곳으로 정배하며, 아들이 없는 자는 아울

러 형제를 정배하고 싶으니, 삼공 육경에게 물어서 아뢰라.", "권 귀인(權

貴人)은 폐하여 서인을 삼고, 봉보 부인 백씨는 부관 참시(剖棺斬屍)하며, 

그 지아비 강선(姜善)은 장 1 백을 때려 먼 지방으로 보내어 종을 삼고, 가

산을 적몰(籍沒)하라." , 윤 4 월 13 일98, 99) "윤필상이 여러 조정을 내리 벼

슬하고 몸이 대상(大相)이 되었으니, 사직을 지키는 계책을 고수하여 제몸

을 잊고 인군을 섬겨야 할 것인데, 선왕조에서 큰일을 의논할 때, 후사(後

嗣) 왕은 생각지 않고 오직 임금의 뜻을 순종하기만 하여, 큰 변을 가져오

게 하였으니, 대신으로서 나라와 휴척(休戚)을 함께하는 의리가 없다. 이에

사약을 내려 대신으로서 아부하고 제 몸만을 생각하는 자의 경계를 삼게 하

겠다. 중외에 효유하게 하라.", "정승이 《실록(實錄)》을 상고하는데 반드

시 누락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누락이 있을까 의심되니 다시 자세히 상

고하게 하라."100) 에서 드러나있다.

사소한 실수에도 민감하게 반응해 엄벌하고, 소급처벌 하는 집요한 모습

도 보였다. 연산 10 년 4 월 10 월 기록101, 102)에는 "무과 전시(殿試) 때에, 

하계증(河繼曾)·유계종(柳繼宗)이 앞에 등지고 앉아 매우 무례하였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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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하라."라며 신하를 유배보냈다. 윤 4 월 25 일103, 104)에는 ‘"심순문(沈順

門)이 장령(掌令)이 되었을 때에, 어의(御衣)의 넓고 좁은 것을 말하였으니, 

이 역시 위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무례한 것 같아 죄를 주려하는데 어떠한

가?" (중략) 하고, 드디어 명하여 옥에 가두었다.’라며 옥에 가두는 처벌

했다가, 연산 10 년(1504, 28 세) 11 월 29 일105)에는 ‘”어의(御衣)를 언급

한 죄는 불경(不敬)에 해당하나”(중략) 의금부가 아뢰기를, "심순문의 불

경죄는 마땅히 기훼제서율(棄毁制書律: 임금의 명령이 적힌 문서 또는 증표

등을 기치(棄置)하거나 훼손(毁損)한 죄를 처벌하는 법률 조문. 이 죄는 참

형(斬刑)에 해당)로 논해야 합니다." 하니, 즉시 승명패(承命牌)를 내려 의

금부 낭관을 보내어 사형수로 잡아오도록 하였다.’라는 기록으로 보아 결

국 사형을 시켰음을 알 수 있다. 어의의 소매가 좁다고 말했다고 해서 사형

을 시키는 행동은 지나치고 부적절해서 경조증이 의심된다. 5 월 29 일106, 107)

에는 국왕 앞에서 일어났다고 "내관 최호우(崔好謣)가 어전에서 일어섰으니, 

당직청으로 내려 장 80을 때리라."라는 기록이 있다.

연산 10 년 윤 4 월 29 일108, 109)에는 얇은 종이에 글씨를 정성들여 쓰지 않

았다고 벌을 주는 다음과 같은 기록도 있다. “한성부(漢城府)에서 나인(內

人)에게 준 부역 면제 문서는, 종이가 엷고 글씨를 주의하여 쓰지 않았다. 

이것이 나인에 관한 일이지만 역시 전지를 받든 것인데, 이렇게 주의하지

않았으니, 국문하라." 라는 내용이다. 5 월에는 불만스러운 사람의 이름을

고치거나 거기에 들어간 글자의 사용 금지를 시키는 등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명령을 하고 있다. 예로, 5 월 9 일110, 111)에 ‘세걸은 곧 이세좌(李世

佐)의 아우이다. 이보다 앞서 충순이 역시 세걸로 이름하였었는데, 왕이 두

사람의 이름이 같다 하여 친히 충걸로 고쳤다가, 이때 와서 또 고쳐 충순으

로 하였다’ 라는 기록이 있다. 7 월 20 일112, 113)에는 "앞으로는 언문을 가르

치지도 말고 배우지도 말며, 이미 배운 자도 쓰지 못하게 하며, 모든 언문

을 아는 자를 한성의 오부(五部)로 하여금 적발하여 고하게 하되, 알고도

고발하지 않는 자는 이웃 사람을 아울러 죄주라. 어제 죄인을 잡는 절목(節

目: 법률이나 규정 따위의 낱낱의 조나 항목)을 성 안에는 이미 알렸으니,

성 밖 및 외방에도 알리도록 하여라."라며 언문으로 된 익명서를 작성한 범

인을 잡기 위해 언문을 아는 사람을 다 찾아내 그들의 글씨체와 범인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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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교하여 적발하려는 비현실적인 조치를 내렸다.

연산 10 년 8 월 6 일 기록114, 115)에는 국왕은 대부분의 시간을 사냥과 유흥

으로 보내, 궐 안에 머무르는 경우가 드물어 국무를 거의 다 현지에서 구두

로 처리한 것을 알 수 있다. ‘정비(政批: 인사 행정 때 적절한 사람을 왕

에 올리면 임금이 적임자에게 점을 찍어 결정하는 것)를 폐지하고 구전(口

傳: 구두로 명령 받아 임명)하기로 하였다.’, ‘왕의 법도 없는 음희(淫

戲)가 오직 날이 부족하게 여기므로 편리한 대로 구전(口傳)으로 하였다.

(중략) 내폐(內嬖:임금에게 사랑 받는 여자)의 사람들이 인연하여 청탁하므

로 정사가 날로 잘못되었다.’

또, 향락적이고 음란한 행동이 많이 드러나있다. 연산 10 년(1504, 28 세)

6 월 16 일115, 116)‘왕이 이미 말한 자를 죽이고 귀양 보내고서, 조정이 자기

를 두려워하는지를 시험하고자 하여, 대간을 불러 사사(四事)를 가지고 따

지매, 대간이 서로 돌아보며 감히 이론(異論)하지 못하니, 왕이 생각대로

되었다고 여겨서 더욱 황락(荒樂)을 마음대로 하였다.’라는 기록과 7 월 7

일117, 118) “오늘의 일도 윗전[上殿]을 위함이니, 장악원 관원으로 하여금 기

녀를 거느리고 선인문(宣仁門)으로 가게 하라. 완산월(完山月)·상림춘(上

林春)·광한선(廣寒仙)은 다 기예를 잘하는 자이니라. 그 나머지에서 기예

가 있는 자로 악(樂)마다 각 1 인, 노래하는 자 1 인을 다 단장하고서 들게

하라. 앞으로 명일(名日) 및 여느 때의 특별한 소연이 있으면 다 홍장(紅

粧)을 입게 하되, 만약 비오고 습하거든 단의(短衣)로 하여 장악원 관원이

매양 그날에 기녀를 거느리고 예궐(詣闕)하는 것을 상례(常例)로 하라." 의

기록이 있다. 10 월 1 일119, 120)에는 기생수를 늘리라는 기록도 있다. "장악원

(掌樂院) 기생을 본래 숫자의 배인 3 백 명으로 하라. 기생은 오로지 내연

(內宴)을 위하여 둔 것이니, 용모가 절묘한 자를 어찌 쉽게 얻겠는가. 비록

다 좋지 아니하더라도 또한 가하다. 수를 배로 한다면 내연이나 외연에 쓰

기가 넉넉할 것이다."

12 월부터는 기생을 늘리는 규모가 더 커졌다. 연산 10 년 12 월 22 일121, 

122) ‘악명(樂名)을 어서하여 내리기를, "흥청(興淸)·운평(運平)·광희(廣

熙)라 하라.", 12 월 24 일123, 124) "흥청악(興淸樂)은 3 백 명, 운평악(運平

樂)은 7 백 명을 정원으로 하고, 광희(廣熙)도 또한 증원하라." , 연산 1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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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 15 일125, 126) "광희악(廣熙樂)의 수는 1 천으로 정하였거니와, 운평악(運

平樂)도 이 수대로 하라." , 1 월 27 일127, 128) "광희악(廣熙樂) 1 천을 바삐

인수를 채워서, 근일 정부(政府)가 진연(進宴)할 때에 관복(冠服)을 이미

갖춘 자는 앞 줄에 세우고, 갖추지 못한 자는 관만을 쓰고 뒷줄에 서게 하

여 주악(奏樂)하게 하며, 운평악(運平樂)이 천수(千數)에 차지 못하거든 우

선 또한 5 백만을 수를 채워서 근일 진연에 미쳐 주악하도록 하라.”, 연산

11 년(1505, 29 세) 8 월 15 일129, 130) "모든 도(道)의 고을들로 하여금 모두

운평(運平) 을 두고, 그 운평의 이름을 개록(開錄)하여 아뢰게 하라.", 12

년(1506, 30 세) 2 월 14 일131, 132) "각도에 운평 3 백 인을 더 정하여 올리게

하라." 등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연산 11 년(1505, 29 세) 4 월 12 일133, 134)에는 ‘왕이 음탕이 날로 심하여, 

매양 족친 및 선왕(先王)의 후궁(後宮)을 모아 왕이 친히 잔을 들어서 마시

게 하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궁인(宮人)을 시켜 누구의 아내인지를

비밀히 알아보게 하여 외워 두었다가 이어 궁중에 묵게 하여 밤에 강제로

간음하며 낮에도 그랬다.’라는 기록으로 봤을 때, 성적으로 문란했을 가능

성이 없지 않다. 4 월 13 일135, 136)에는 모후 기일에도 유흥하는 모습이 드러

난다. ‘술 마시고 고기 먹고 음악을 철폐하지 않아, 심지어는 친어머니 윤

씨(尹氏)의 기신까지 폐지하기에 이르렀다.’라며 판단력을 잃고 문란한 성

적행동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9 월 15 일137, 138)에는 ‘왕이 두어 해 전부터 광질(狂疾)을 얻어 때로 한밤

에 부르짖으며 일어나 후원(後苑)을 달렸다. 또 무당 굿을 좋아하여, 스스

로 무당이 되어 주악(奏樂)하고 노래하고 춤추어 폐비(廢妃)가 와 붙은 형

상을 하였으며, 백악사(白岳祠)에 자주 올라가 굿을 하였으므로, 궁중에서

는 폐비가 빌미가 되었다고 하였다.’는 기록을 통해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

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연산 12 년(1506, 30 세) 1 월 15 일139, 140)에는 슬픈 시를 쓰며 우울감을 표

현하였고, 이는 우울증상이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어제시(御製詩)를 내리기를, ‘‘공명도 죽은 후에 다 헛것이니 평시에

음악과 술 취하며 편히 지냄만 못하여라 한 번 청년으로서 황토에 묻힌 손

이 되면 이 세상 돌아오기 어려우니 한 한들 무엇하리’ 하고, 또 그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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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쓰기를, "군자는 비록 죽음을 근심하지 않는다 하나 만약 천운(天運)을

당하면 어찌 슬픔이 없으리오!"’

그러나 4 월부터는 다시 방탕하고, 음란한 모습은 지속되며 조증을 의심할

수 있는 여러 기록들이 있다. 연산 12 년(1506, 30 세) 4 월 28 일141, 142)

“옛적에 3 천 궁녀를 두었으니, 궁궐 안에 많은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다. 

계평(繼平)의 수가 1 천에 준하고 또 방비(房婢)를 두었으나, 이는 모두 사

예(邪穢)를 탕척(蕩滌)하여 태평한 기상을 보존하려는 것이다. 대저 궁금

(宮禁)의 일은 소중한 것이어서 모든 일은 위를 우선하고 아래를 뒤로 하는

것이니, 위를 위하는 일은 마땅히 아래보다 백 배나 하여, 아랫사람들이 그

손발을 놀릴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금후로는 아래의 긴요치 않는 모든 비용

을 감할 것은 감하여 계평 등을 지공(支供)하는 비용에 보충하라.”라며 본

인이 즐기기 위해 궁인들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늘렸다. 7 월 7 일143, 144)에는

작은 방을 만들어 행차 중에도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왕이 미행으로 경

복궁에 이르러 대비에게 잔치를 드리고, 잔치가 파하자 내구마(內廐馬) 1 천

여 필을 들이게 하여 흥청(興淸)을 싣고 탕춘대에 가, 나인(內人)과 길가에

서 간음하였다.’라는 기록과 7 월 18 일145, 146) ‘왕이 금표(禁標) 안 길을

따라 두모포(豆毛浦)에 놀이가므로 궁녀 1 천여 명이 따랐었는데, 왕이 길가

에서 간음하였다.’가 있다. 8 월 15 일147, 148) 윤씨 기일에도 음행하는 기록

도 있다. ‘왕이 후원에서 나인들을 거느리고 종일 희롱하고 놀며 노래하고

춤추었는데, 이날은 곧 폐비 윤씨(尹氏)의 기일(忌日)이었다. 왕은 또 발가

벗고 교합(交合)하기를 즐겨 비록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도 피하지 않았

다.’

이후, 다시 우울감을 보이는 모습이 드러나있다. 연산 12 년(1506, 30 세)

8 월 23 일149, 150) ‘인생은 초로와 같아서 만날 때가 많지 않는 것 하며, 읊

기를 마치자 두어 줄 눈물을 흘렸는데, 여러 계집들은 몰래 서로 비웃었고

유독 전비(田非)와 장녹수(張綠水) 두 계집은 슬피 흐느끼며 눈물을 머금으

니’ 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조증 증상이 지속되면서 간간히 우울증상이

동반되는 것으로 봐서 혼재성 삽화가 의심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연산군의 증상들을 시간에 따른 기분 변화와 구체적인 임상 양상

을 그림 1에 정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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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연도 날짜 기분상태 증상

① 연산 1년 (19세) 1월, 4월, 5월 우울 소변 증상, 허리 통증, 모호한 신체 증상

② 연산 2년 (20세) 2월 우울 식욕저하, 수면장애

③ 연산 2년 10월, 11월 우울 기운저하, 수면장애, 피곤, 가슴에 열

④ 연산 4년 (22세) 6월, 7월 경조증 사치증가, †무오사화

⑤ 9월, 10월, 11월 경조증 사냥 집착, 진상 증가

연산 5년 (23세) 3월, 9월, 10월 경조증 과도한 사냥, 무분별한 포상, 소비 증가

⑥ 연산 6년 (24세) 6월, 9월, 10월 경조증 사소한 문제 민감, 과도한 처벌, 사치 증가

연산 7년 (25세) 4월 경조증 사치 증가, 공안 관청 만듬

연산 8년 (26세) 6월, 7월 경조증 혹은 조증 성적 문란, 사치 증가, 국고 바닥, 사치 기호 다양해짐

⑦ 8월 혼재성 과도한 포상, 슬픔, 눈물 흘림

10월, 11월 경조증 혹은 조증 난잡한 춤과 노래, 음탕한 놀이, 사치 증가

연산 9년 (27세) 2월, 6월, 9월 조증 음탕한 행동과 놀이, 문란한 성적 행동, 사소한 문제에 과도한 처벌

⑧ 11월 혼재성 흥청 망청 만취, 새벽에 우울하고 슬픈 모습

⑨ 연산 10년 (28세) 3월 조증 ‡갑자사화, 관련 신하들 참옥하게 죽임

4월, 윤4월 조증 집요하고 민감,  신하들 능지처함, 과도한 처벌

5월, 6월, 7월, 8월 조증 사소한 것에 집요, 향락 증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범인 색출, 사냥 증가

10월, 12월 조증 기생 수 늘리기

연산 11년 (29세) 1월 , 4월, 8월 조증 기생수 더욱 늘리기, 음탕한 행동과 간음, 모후 기일에도 유흥, 기생에 집착

⑩ 9월 *정신병적 증상 한밤에 부르짖으며 달리기, 폐비가 붙은 것처럼 춤과 노래

⑪ 연산 12년 (30세) 1월 우울 시를 지으며 슬픔 표현

2월, 4월 조증 기생수 늘리기, 즐기기 위해 궁인에게 비용 지불 증가, 

7월 조증 행차 중 음란행위, 잦은 성적 행동

8월 우울 눈물 흘리는 모습

그림 1. 연산군의 기분 장애를 의심할 만한 임상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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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산군의 성장 과정 및 병 전 성격

조선의 10 대 국왕 연산군의 이름은 융(隆), 아명은 무작금(無作金)이다. 성종

과 폐비 윤씨의 맏아들이다. 1476 년(성종 7 년) 11 월 7 일에 태어나 1483 년(성

종 14 년) 2 월 6 일 7 세의 나이로 세자에 책봉되었고, 1494 년 12 월 24 일 성종

이 승하하자 12 월 29 일 19 세의 나이에 창덕궁 인정전에서 즉위하였다.1) 연산

군은 단종 이후 처음으로 궁궐에서 태어난 원자였다.

4 세 되던 해인 1479 년 6 월 2 일 생모가 폐출되었고, 7 세때 생모가 사약을 받

게 된다. 생모 윤씨가 폐출된 후, 연산군을 키운 사람은 성종의 세번째 왕비인

정현왕후 윤씨였다.151) 세자 시절에 보여준 연산군의 자질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의 의견이 엇갈리기는 하지만, <연려실기술>152)에서는 <아성잡기(鵝城雜記)>

를 인용해 ‘연산군이 본성을 잃은 것은 윤씨가 폐위된 데 기인한 것이며, 왕위

에 처음 올랐을 때는 상당히 슬기롭고 총명한 임금으로 일컬어졌다’는 기록이

있다. 또, 조선초기부터 17 세기 중반까지의 명신들에 대한 기록을 모아 놓은 책

인 <명신록>153)에서도 ‘연산군이 새로 왕위에 오르니 조정과 민간에서 모두 영

명한 임금이라 일컬었다’라고 쓰고 있다.151) 이러한 기록대로라면 연산군은 어

린시절부터 왕위에 오를 당시까지는 매우 영리하고 사리에 밝은 임금이었다. 비

록 연산군일기의 첫머리에 있는 총서(總序)154)에서는 연산군이 ‘어릴 때부터 학

문을 좋아하지 않아서 동궁에 소속된 관원이 공부하기를 권계하자 매우 못마땅

하게 여겼다’고 지적했고, <연려실기술>에서도 ‘연산군은 날마다 유희만 일삼

고 학문에는 전혀 마음을 두지 않았지만, 성종의 엄한 훈계를 두려워해 억지로

서연에 나왔다. 동국의 관원이 열심을 다해 강의해도 모두 흘려들었다’(권 6,

연산조 고사본말, 연산군)155) 고 혹평 한 내용이 있지만 반정의 정당성을 위해

다소 악의적인 의도를 썼을 수 있다.156) 일부 학문적 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

술이 있으나, 문학 및 예술에는 상당한 재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성종일기 성종 11 년 11 월 9 일 기록157)에 한명회가 연산군의 자질을 평가한 내

용이 있다. 한명회가 ‘“원자는 자질(資質)이 영명(英明)하므로, 실로 조선(朝

鮮)에 있어서 만세(萬世)의 복(福)입니다. 신의 금번 사행(使行)에 세자(世子)

로 책봉(冊封)할 것을 주청하여 국본(國本)을 정하게 하겠습니다.” 하니, 성상

이 전교하기를, “어미가 비록 부덕(不德)하다고는 하지만, 어찌 아들에게 미치

겠는가? 단지 나이가 어리니, 아직 여러 해를 기다렸다가 세자로 책봉해도 늦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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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않을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였다.

또한, 여러 기록에 연산군의 지극한 효성을 묘사하고 있다. 성종실록에 성종

25 년 11 월 7 일158)에는 ‘"근래에 성상께서 편치 않으셔서 오랫동안 조회(朝會)

를 받지 않으셨는데, 신이 생일날이라 하여 하례(賀禮)를 받는 것은 미안(未安)

합니다."하니, 명하여 정지하도록 하였다.’라고 되어있다. 성종이 갑자기 자리

에 눕자, 자신의 생일축하연까지 취소하며 부왕의 쾌유를 기원한 것이다. 159) 연

산군이 부왕인 성종에게 얼마나 효성스러운 자식이었는지는 성종의 임종 직전

모습을 보면 더욱더 확연하게 드러나있다. 성종일기 25 년 12 월 23 일160) ‘신시

(申時)에 윤필상·이극배·노사신·신승선·김응기(金應箕) 등이 침전(寢殿)에

들어가니, 임금이 곤룡포(袞龍袍)를 입고 앉았고, 세자(世子)와 한 소환(小宦)

이 모시고 있었다. 임금이 말하기를,"이 병은 내가 처음에 대수롭게 여기지 아

니하였는데, 점점 음식을 먹지 못하여 살이 여위어졌다."하자, 이극배가 아뢰기

를,"원하건대 성상께서는 공사(公事)를 생각하지 마시고, 군신(群臣)을 접견하

지 못하시는 것을 생각하지 마소서. 그리고 모든 생각을 잊으시고 힘써 스스로

조섭(調攝)하시면, 봄날이 화창하고 따뜻해질 때에 마땅히 저절로 나으실 것입

니다."하고, …조금 지나서 임금이 물러가도록 명하였다. 세자가 윤필상 등을

돌아보면서 말하기를,"성상께서 물러가도록 명하십니다." 하니, 윤필상 등이 추

창(趨蹌)하여 나왔다.’라는 기록을 보면 성종이 임종하기 직전에 연산군은 밤

을 새워가며 부왕의 병간호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159)

또한, 여러 기록에서 연산군의 풍부한 감수성과 문학적 소양, 시적인 상상력

과 창의성 등을 볼 수 있다. 연산군의 시는 연산군 일기에 나온 것만 해도 무려

130 여편이 등재되어 있어 시적 재능을 살펴볼 수 있다.159) 그가 시적인 상상력

과 감수성으로 정무에 임한 모습이 곳곳에서 발견된다.161) 연산군일기 5 년 12 월

31 일 기록162)에는‘길은 멀고 땅은 미끄러워 다니기 어려운데/ 충성심 가시지

않아 대궐에 나왔구려/ 비나니 어진 정승들이여, 나의 잘못을 살펴주고 / 복령

(茯苓)과 대춘(大椿)처럼 오래 사시오’라는 시가 있다. 초기의 시는 편수로도

얼마되지 않지만, 담고 있는 내용이 지극히 평온하고 다정하며 연산군은 시를

잘 지었을 뿐만 아니라, 글씨 또한 매우 잘 썼다고 한다. 조선에 오는 중국 사

신마다 그의 글을 받아가기 위해 안달했을 정도로 연산군은 자타가 공인하는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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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이었다.159) 음악 전반에 걸쳐 조예가 깊었음은 그가 궁중음악 가사를 개사한

사실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연산군은 대표적인 궁중음악으로 전해져

온 <영산회상>의 가사를 바꿨다. 연산군이 음악에 깊은 조예와 남다른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다.159)

4. 연산군의 생모 폐비 윤씨

가. 폐비 윤씨 병전 성격

윤씨가 사사되기 직전 한 신하에 따르면 그녀의 집은 매우 퇴락했고, 그녀는

어릴 때부터 베를 짜서 팔아 어머니를 봉양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 환경이 좋지

못했다고 한다. 이는 성종 실록의 성종 13 년 8 월 11 일 기록163)에 “윤씨가 대

궐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에 신이 항상 윤기견(尹起畎)의 집을 지나가다 보면, 

그 집이 매우 퇴락(頹落)하였었습니다. (중략) 또 윤씨가 대궐에 들어온 뒤에도

길거리의 아이들과 동네 아낙네들이 말하기를, ‘윤씨가 매우 가난하여 일찍이

스스로 반포(斑布)를 짜서 팔아가지고 어머니를 봉양하였는데, 이제 이같은 데

까지 이르렀으니, 팔자(八字)가 좋아진 것이 어찌 우연이겠는가? ’ 하였습니

다.”라고 되어 있고, 이는 가난했지만 이런 효성 덕분에 입궁의 행운이 찾아왔

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였고, 윤씨는 가난했지만 생활력이 강하고 효심도 있는

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종 4 년 3 월 19 일164)에 윤씨가 숙의로 책봉되었는데,‘고(故) 판봉상시사

(判奉常寺事) 윤기견(尹起畎)의 딸을 숙의(淑儀)로 맞아들였다’라는 기록으로

보아 윤씨가 간택을 통해 입궁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165) 윤씨를 중궁으

로 선택한 것은 성종의 뜻을 헤아린 정희왕후와 인수대비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교지는 정희왕후의 명의로 내려졌지만 그 이면에는 인수대비의 뜻도 담겨 있었

다.165) 윤씨가 중궁으로 간택된 이유는 ‘성종이 중히 여기고, 또 윤씨가 적당

하다고 여겨지며, 윤씨가 검소한 것을 숭상하며 일마다 정성과 조심성이 있어

대사를 맡길 만하다’는 것이었다. 이 내용은 성종 7 년 7 월 11 일의 기록166)에

잘 나와 있다. 정희왕후가“숙의(淑儀) 윤씨(尹氏)는 주상(主上)께서 중히 여기

는 바이며 나의 의사(意思)도 또한 그가 적당하다고 여겨진다. 윤씨가 평소에

허름한 옷을 입고 검소한 것을 숭상하며 일마다 정성과 조심성으로 대하였으니, 

위촉(委囑)할 만하다.”,“윤씨가 나의 이러한 의사를 알고서 사양하기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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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본디 덕(德)이 없으며 과부(寡婦)의 집에서 자라나 보고 들은 것이 없으므로

사전(四殿)에서 선택하신 뜻을 저버리고 주상(主上)의 거룩하고 영명한 덕에 누

(累)를 끼칠까 몹시 두렵습니다.’고 하니, 내가 이러한 말을 듣고 더욱 더 그

를 현숙(賢淑)하게 여겼다."

성종 7 년 11 월 7 일 기록167)에는 ‘전날밤 3 경 5 점(三更五點)에 원자(元子)

가 탄생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 원자가 연산군이다. 윤씨가 잉태했을 때

누구보다 좋아한 사람은 성종과 대비들이었다고 한다. 당시 그녀의 품성은 부드

럽고 아름다우며, 마음가짐도 깊고 곱다고 표현되고 있다. 또, 효성도 지극하여

정희왕후, 인순왕후, 인수대비 등 삼대비를 감동시켰다고 했다.168)

성종 7 년 8 월 9 일169)에는 숙의(淑儀) 윤씨가 왕비로 책봉된 날로, 다음의 기

록에는 윤씨의 겸손함이 잘 드러나있다.

“분수에 넘치는 일이라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성품이 용

렬하고, 문벌(門閥)이 미천한데도,4 년 만에 빈(嬪)이 되었고, 인지(麟趾)의 어

짊이 없으니 감히 이남(二南)의 성화(聖化)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찌

은총이 뜻밖에 천품(賤品)에 내릴 줄을 기대하였겠습니까? (중략) 저같이 부족

한 자질로 하여금 특수한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나. 기분장애를 시사하는 임상양상

연산군의 생모인 폐비 윤씨 또한 양극성 장애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여러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왕비에 책봉된 지 8 개월만에, 왕자를 출산하고 4 개월 뒤인 성종 8 년 (1477

년) 3 월 29 일170)에 윤씨가 경조증이 있음을 시사하는 기록이 있다. 다른 후궁을

질투하여 사람을 독살할 수 있는 비상과 굿하는 방법이 있는 책을 가지고 있다

가 발각이 되었다. 그 기록은“하루는 주상이 중궁의 침소에서 작은 상자가 있

는 것을 보고 열어 보려고 하자 중궁이 숨겼는데, 열어 보았더니 작은 주머니에

비상(砒霜)이 들어 있고, 또 굿하는 방법의 서책(書冊)이 있었다. (중략) 중궁

이 옛날 숙의로 있을 때 일하는 데에 있어서 지나친 행동이 없었으므로 주상이

중하게 여겼고, 모든 빈(嬪)들 가운데에 또한 우두머리가 되기 때문에 책봉(冊

封)하여 중궁을 삼았는데, 정위(正位)에 오르면서부터 일이 잘못됨이 많았다. 

(중략) 중궁이 어찌 주상을 가해하려고 하겠는가? 다만 이것은 잉첩(媵妾)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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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하려는 것일 것이다. 부인(婦人)은 투기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니다. (중

략) 지금 바야흐로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하는 일이 이와 같은데, 혹시 조금이

라도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어찌 이보다 지나친 일이 있지 않을 것을

알겠는가? (중략) 내가 당초에 사람을 분명하게 알아보지 못했음을 부끄럽게 생

각한다. 중궁이 이미 국모가 되었고 또한 원자가 있는데, 장차 어떻게 처리할

까?" 이다.

결국 3 월 30 일171) 대신들과 의논하여 중궁을 폐하여 빈으로 강등시켜 별궁에

거처하게 하였다. "내가 반복해서 생각해 보니, 이 문제는 투기만이 아니다. 

가지고 있는 주머니에 비상이 있었으니, 비록 나를 해치려고 하지는 않았다 하

더라도 그 국모(國母)의 의범(儀範: 모범이 될 만한 태도)을 잃는 것이 심하

다.”라는 기록이다.

이후 별궁에서 지내게 되지만 성종과 윤씨의 관계는 다시 빠르게 회복되는 것

을 알 수 있는 기록들이 있다. 관계가 다시 좋아진다는 것은, 출산 후 생긴 윤

씨의 경조증이 다소 호전된 것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성종 9 년 1 월 1 일172)에 "중궁(中宮)이 편찮으니 회례연(會禮宴)을 정지하

라." 는 기록과 1 월 3 일173)에는 "중궁(中宮)이 이미 회복되었으니(중략) 풍악 1

등을 내리라." , 12 월 27 일174) ‘왕비(王妃)의 어머니 신씨(申氏)의 작첩(爵牒)

을 돌려주게 하였다.’라는 기록들을 통해, 적어도 성종 9 년 12 월까지는 윤씨

가 증상이 호전되어 성종과 적절한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리고 무엇보다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는, 시점을 정확

히 알 수 없으나 이즈음 두번째 왕자 출산했다는 것이다.156)

둘째 왕자를 출산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성종 10 년 6 월부터 조증 증상들을

시사하는 행동들을 여러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6 월 2 일175)에는 “내가 내간

(內間)에는 시첩(侍妾)의 방에 갔는데 중궁이 아무 연고도 없이 들어왔으니, 어

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예전에 중궁의 실덕(失德)이 심히 커서 일찍이

이를 폐하고자 하였으나, 경들이 모두 다 불가(不可)하다고 말하였고, 나도 뉘

우쳐 깨닫기를 바랐는데, 지금까지도 오히려 고치지 아니하고, 혹은 나를 능멸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중략) 예법(禮法)에 칠거지악(七去之惡)이 있으나, 중

궁의 경우는 ‘자식이 없으면 버린다.[無子去]’는 것이 아니라, ‘말이 많으면

버린다[多言去], 순종하지 아니하면 버린다[不順去], 질투를 하면 버린다[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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去]’의 경우이다. "이제 마땅히 폐하여 서인(庶人)을 만들겠는데, 경들은 어떻

게 여기는가?" 라는 기록이 있다.  성종이 후궁과 잠자리를 하고 있는데 윤씨가

침실로 불쑥 들어가는 행동을 한 것이다. 상식적으로 왕이 잠자리를 하고 있는

데 참지 못하고 이런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조선 시대에서는 상상할 수

도 없는 일이다. 즉,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부적절한 행동을 해

버리고, 그 뒤에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 못하는 충동적이고

판단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다.

조선 후기 이긍익이 쓴 <연려실기술>152) (권 6, 성종조 고사본말) 윤씨의 폐사

(廢死) 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처음에 원자를 낳아 임금의 사랑이 두터

워지자 교만하여 여러 후궁을 투기하고 임금에게도 공손하지 못하였다. 어느 날

임금의 얼굴에 손톱자국이 났으므로 인수대비가 크게 노하여 임금을 격동시켜

외정에 보이니 대신 윤필상 등은 임금의 뜻을 받들어 의견을 아뢰어 윤비를 폐

하여 사제로 내치게 하였다.’ 또, <연려실기술>에서‘기묘록’을 인용해 윤씨

가 성종의 얼굴을 할퀴어 손톱자국을 냈다고 서술했다.176) (권 6, 성종조 고사본

말) 과도한 질투, 임금에게도 불공손하고 공격적인 행동 등을 보이는 것은 조증

증상을 시사한다.

성종 10 년 6 월 5 일 기록177)에는 기분 증상으로 인해 나타난다고 의심되는 부

적절한 행동들이 잘 드러나 있다. 기록을 보면 “지난 정유년(성종 8 년)에 윤씨

(尹氏)가 몰래 독약(毒藥)을 품고 사람을 해치고자 하여, 곶감과 비상(砒礵)을

주머니에 같이 넣어 두었으니 내게 먹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는

가? 윤씨는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하거나 반신불수(半身不遂)가 되게 하는 등 사

람을 해(害)하는 방법을 작은 책에 써서 상자 속에 감추어 두었다가, 일이 발각

된 후 대비께서 이를 취하여 지금까지도 갖고 계신다. (중략) 항상 나를 볼 때, 

일찍이 낯빛을 온화하게 하지 않았으며, 혹은 나의 발자취를 찾아서 없애버리겠

다고 말하였다. (중략) 서신을 위조하여‘주상(主上)이 나의 뺨을 때리니, 두

아들을 데리고 집에 나가서 내 여생(餘生)을 편안하게 살겠다.’라며 본가에 보

냈는데, 내가 우연히 그 편지를 보고 일러 말하기를, ‘허물을 고치기를 기다려

서로 보도록 하겠다.’라고 하였더니, 윤씨(尹氏)가 허물을 뉘우치고 말하기를, 

(중략) 내가 이를 믿었더니, 이제 도리어 이와 같으므로, 전일(前日)의 말은 거

짓 속이는 말이었다.”라고 되어 있으며, 지나친 질투와 성종에 대한 무례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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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들, 순종적이지 않으며 자기 주장 강한 모습, 예민함 등을 봐서는 조증 혹은

경조증 증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또, 같은 기록 뒷부분에는 ‘상참(常參: 임금에게 정사를 아뢰던 일)으로 조

회를 받는 날에는 비(妃)가 나보다 먼저 일찍 일어나야 마땅할 것인데도, 조회

를 받고 안으로 돌아온 뒤에 일어나니, 그것이 부도(婦道)에 있어서 있을 수 있

는 일인가?’ 라고 되어 있다. 아침에 임금이 정사를 보러 나가는데도 일어나지

않고 다녀온 후에야 일어나는 행동은 우울증상으로 볼 수 있다. 양극성 우울증

은 무기력하고 수면이 늘어나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양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적

이다.

대왕대비가 같은 날 한글로 쓴 언문의 내용에도 윤씨의 문제되는 행동들이 잘

드러나있다. “중궁은 전날에 거의 주상을 준봉(遵奉)하지 아니하였고, (중략)

주상이 때로 편치 않을 때가 있어도 마음에 개의치 않고 꽃 핀 뜰에서 놀고 새

를 잡아 희롱하다가도, 만약 제 몸이 편치 않으면 갑자기 기도(祈禱)하여 이르

기를, ‘내가 죽지 않기를 바라니 보여주기를 원하는 일이 있다.’고 하였다.

평소의 말이 늘 이와 같으니 우리들은 항상 두려워하였다. 만약 주상이 편치 않

을 때를 만나면 독(毒)을 어선(御膳: 임금에게 올리는 음식)에 넣을까 두려워하

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방비하면서 중궁이 지나가는 곳에는 어선을 두지 않도록

금하였다. (중략) 매양 경멸(輕蔑)하여 주상으로 하여금 안심(安心)하고 음식을

들 때가 없게 하였고, (중략) 그 악(惡)이 날로 커져서 꺼리는 바가 없었으나,

주상은 도량(度量)이 너그럽고 인자하므로 매양 비호(庇護)하면서 허물을 고치

게 하려고 한 것이 한 가지 일만이 아니었다. 우리들이 비록 부덕(不德)하더라

도 옛 현비(賢妃)의 일을 인용하여 가르치기를 곡진하게 하였어도 일찍이 들으

려고 생각지 아니하였다. (중략). 평소에 시비(侍婢:곁에서 시중을 드는 계집

종)에게 죄과(罪過)가 있으면, 반드시 이르기를,‘지금은 비록 너에게 죄줄 수

가 없더라도, 장차는 너를 족멸(族滅)시킬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중략) 지난

해에는 중궁이 주상을 용렬한 무리 라고까지 하였고, 또 그 자취도 아울러 깎고

자 하므로 주상이 부득이 정승(政丞)들에게 알렸던 것이다. 이제 원자에게는 가

련(可憐)한 일이나, 주상의 근심과 괴로움은 곧 제거될 것이고, 우리들의 마음

도 놓여 질 것이다. 우리들은 항상 시물(時物: 절기에 맞게 나는 물건)을 만나

면 비록 이미 천신(薦新: 새로 난 농산물을 신위에 올리는 일) 하였더라도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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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차마 홀로 맛보지 못하고 반드시 다시 원묘(原廟)에 올리게 하고 난 다음에

이를 맛보는데, 중궁은 우리들이 비록 간곡하게 타일러도 아예 천신(薦新)할 마

음을 두지 않고 모두 다 사사로이 써버렸다. 무릇 불의(不義)한 일을 행했을 때

에 우리들이 보고 물으면 대답하기를,‘주상이 가르친 것입니다.’하고, 주상이

이를 보고 꾸짖으면,‘대비(大妃)가 가르친 것입니다.’라고 하여, 그 거짓된

짓을 행하는 것이 이와 같았다.”178) 라는 기록과 성종 10 년 윤 10 월 22 일179)에

는 “윤씨(尹氏)가 일찍이 스스로 말하기를,‘내가 오래 살아서 보기를 원하는

일이 있다.’고 했으니 (중략)‘대왕 대비(大王大妃)의 친족(親族)으로 하여금

죽지 않고 남는 사람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라는 기록이 있다.

성종 13 년 8 월 11 일 기록180)에는 성종과 대비들에게 윤씨의 저주와 위협이

더 심해지고, 공격적인 행동과 자극 과민성을 보이고 있다. "윤씨가 나에게 곤

욕을 준 일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심지어는 나를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발

자취까지도 없애 버리겠다.’고 하였다. 그러니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여기기에

이러한 말을 하였겠는가? 또한 차고 다니는 작은 주머니에 항상 비상(砒礵)을

가지고 다녔으며, 또 곶감[乾柿]에 비상을 섞어서 상자 속에 넣어 두었으니, 무

엇에 쓰려는 것이겠는가? 만일 비복(婢僕: 계집종과 사내종)에게 사용하려는 것

이 아니라면 반드시 나에게 쓰려는 것일 텐데,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이 어찌

편안하였겠는가? 지난번 삼대비전(三大妃殿)에 문안하였더니, 대비께서 말씀하

기를, ‘이제 윤씨와 비록 거처를 달리하고 있으나 마음은 편하다.’고 하였다. 

부모 된 마음으로도 이와 같은데’,‘우리들이 바른말로 책망을 하면, 저는 손

으로 턱을 고이고 성난 눈으로 노려보니, 우리들이 명색은 어버이인데도 이러하

였다. 그런데 하물며 주상에게는 패역(悖逆)한 말까지 많이 하였으니, 심지어는

주상을 가리키면서 말하기를,‘발자취까지도 없애 버리겠다.’고 하고, 또 스스

로 ‘상복(喪服)을 입는다.’하면서 여름철에도 표의(表衣: 겉옷)를 벗고 항상

흰 옷을 입었다. 그리고 늘 말하기를, ‘내가 오래 살게 되면 후일에 볼만한 일

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라는 기록이다.

5. 연산군의 부계 및 모계 가계도

연산군의 부계 및 모계 가족들을 중심으로 정신과적 가족력에 대해 조사하여 유

전적인 요인에 대해 파악해 보았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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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계 가계도

i. 7 대 세조 (수양대군) (1417-1468)

세조는 1417 년 9 월 24 일 당시 충녕대군이던 세종과 부인 심씨의 차남

으로 태어났으며 이름은 유다.181) 세조는 정희왕후 사이에서 2 남 1 녀,

근빈 박씨에서 2 남을 얻어 총 4 남 1 녀를 두었다. 이들 중 정희왕후의

자녀가 의경세자(덕종), 해양대군(예종), 의숙공주이며, 근빈 박씨의 자

녀로는 덕원군, 창원군이다.182) 타고난 자질이 영특하고, 명민하여 학문

도 잘했으며, 무예도 남보다 뛰어났다.183) 성격이 강직하고 독점력이 강

한 인물이었다.184) 형제들을 죽이고, 조카의 왕위를 찬탈하고 죽인 패륜

적인 행동을 하였다. 재위 기간 내내 조카인 단종을 죽인 죄책감으로 시

달렸다고 한다. 말년에는 세조의 형수이자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의

혼령에 시달려, 아들인 의경세자가 죽어 그녀의 무덤을 파헤치는 패륜

행위를 하기도 했다는 기록도 있다.184)

ii.정희왕후 (1418-1483)

정희왕후는 본관은 파평으로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윤번의 딸이다.

1418 년에 태어나 1428 년 수양대군과 가례를 올렸으며, 처음에는 낙랑부

대부인에 봉해졌다가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르면서 왕비에 책봉되었

다.182) 1468 년 예종이 19 세 나이로 왕위에 오르면서 조선 최초로 수렴

청정을 하였고, 예종이 재위 1 년 3 개월 만에 죽자 요절한 맏아들 의경

세자(덕종)의 둘째 아들인 성종(자을산군)을 그날로 즉위시키고 섭정을

하기도 했다.182)

예종이 죽었을 때는 그의 아들 제안대군이 있었으나 나이가 너무 어리

다는 이유로 정희왕후는 왕위를 넘겨주지 않았고, 덕종에게도 큰 아들

월산대군이 있었으나 자을산군을 즉위시킨 것은 정희왕후 개인적인 결단

에 의한 것이었다고 한다.182) 13 세의 어린 자을산군을 대신해 7 년동안

정사를 맡은 정희왕후는 섭정 기간 중에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성품으로

왕권 안정에 힘썼으며, 성종이 성년이 되자 섭정을 끝내고 1476 년 정치

에서 물러났다.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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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극성 장애 가능성이 아주 높음

그림 2. 연산군 가계도



31

성격이 대담하고 결단력이 강하였다고 하며,185) 안정된 정치를 했던

것으로 보아 뚜렷한 정신적, 기능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

로 보인다.

iii.의경세자 (덕종) (1438-1457)

세조의 맏아들이며 성종의 아버지인 의경세자는 이름은 장, 자는 원명이

다. 1445 년 도원군에 봉해졌으며, 1455 년 수양대군(세조)이 왕위에 오

르자 세자에 책봉되었다.182) 한확의 딸 한씨(인수대비)를 부인으로 맞아

1454 년에 월산대군을 낳고, 1457 년에 성종을 낳았다. 예의가 바르고 학

문을 좋아했다고 전해지며, 해서에 능했다고 한다. 건강이 좋지 않아 잔

병이 잦았고, 결국 20 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했다.182) 세조와 그 가족들

은 단종을 죽인 것으로 인해 죄책감에 많이 시달렸다고 하며, 의경세자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한다.182) 죽기 전에 늘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

의 혼령에 시달렸다고 하며, 이 때문에 의경세자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

21 명의 승려들이 경회루에서 공작재를 베풀어 병의 치유를 빌었다.186)

하지만 그는 끝내 호전되지 못하고 병세가 악화되어 죽었다고 한다.182)

이러한 기록이 있으나 죽기 전 신체상태가 좋지 않아 생긴 섬망인지 명

확히 알 수 없으며, 다른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서 기분장애나 정신 질환

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

iv. 8 대 예종 (1450-1469)

세조의 둘째 아들로 이름은 이황(李晄)이며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처

음에 해양대군에 봉해졌다가 1457 년 형 의경세자가 죽자 8 세의 나이로

세자에 책봉되었다.187) 1468 년 9 월 7 일 19 세의 나이로 세조로부터 왕

위를 이어 받았다. 예종은 즉위하긴 했으나 성년이 되지 않은 데다가 건

강마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185) 그

래서 예종의 어머니인 정희왕후가 수렴청정을 하였고, 이것은 조선왕조

에서 행해진 최초의 수렴청정이었다. 20 세의 일기로 사망하였고, 사인

은 봉와직염과 패혈증으로 추정된다고 한다.188) 성격이 유약하고 정사

처리에도 능하지 않았다고 하나185) 특별히 기분증상이나 정신병적 증상

이 의심되는 기록은 없다.

(1)장순왕후 (1455-1461): 예종의 정비 장순왕후는 한명회와 부인 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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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큰딸이다. 성종의 비인 공혜왕후의 친언니로 동시에 촌수로는 그녀의

시숙모가 된다.185) 1460 년에 예종과 가례하여 세자빈에 책봉되었으나,

이듬해 인성대군을 낳고 건강이 악화되어 17 세의 나이로 요절했다. 그

후 1472 년(성종 3년)에 장순왕후에 추존 되었다.

(2) 안순왕후 (?-1498): 청주부원군(淸州府院君) 한백륜의 딸이며, 1461

년 장순왕후가 요절하자 1462 년 예종과 가례를 올려 세자빈에 책봉되었

다.185) 1468 년 예종이 즉위하자 왕비에 책봉되었고, 자녀로는 제안대군

과 현숙공주가 있다.

(3) 제안대군 (1466-1525): 예종의 둘째 아들이며, 안순왕후의 자녀이다.

4 세때 예종이 죽자 왕위 계승의 후보로 올랐으나 세조의 비 정희왕후의

반대로 인해 세자로 책봉되지 못했다.185) 1470 년 5 세의 나이에 제안대

군으로 봉해졌고, 세종의 일곱째 아들인 평원대군의 양자로 입양되었다.

이후 평생을 정치와 거리를 두고 살았다고 한다.189) <<패관잡기>>에서는

‘그는 성품이 어리석었다’고 기록이 되어있으며, 한편 ‘그것은 몸을

보전하기 위해 어리석음을 가장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이는 왕위 계

승에서 밀려난 사람은 늘 죽음의 위협에 시달려야 했고, 이런 상황에서

피하기 위해 고의로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185) 이에 정신질환

으로 인해 어리석은 모습이 있었던 것인지 혹은 고의로 한 행동인지 판

단하기 애매하다.

v.의숙공주 (1441-1477)

의숙공주(懿淑公主)는 세조와 정희왕후의 2 남 1 녀 가운데 장녀로 태어

났다.190)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거주지는 서울이다. 37 세의 나이로 세

상을 떠났고, 이에 성종은 철조(轍朝: 정사를 휴무함)를 명하였다고 한

다.191) 남아 있는 자료가 적어 정신질환 유무를 알 수 있는 기록을 찾아

보기 어렵다.

vi.인수대비 (1437-1504)

성종의 어머니인 인수대비는 세종 19 년(1437) 9 월에 좌의정을 지낸 청

주 한씨 서원부원군 (西源府院君) 한확 (韓確: 1403-56)의 3 남 6 녀 중

여섯째 딸로 출생하였다. 2) 세종 19 년은 아버지 한확이 둘째 딸을 세종

의 서자인 계양군(桂陽君) 이증(李璔)에게 시집보내 세종과 사돈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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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였다. 태종 4 년(1404)에 태어난 어머니 남양 홍씨는 조선조 개국공신

인 남양군(南陽君) 집현전 대제학 문경공(文景公) 길민(吉旼)의 손녀이

자, 한양부윤 정부(情夫)의 외손녀이다.2) 인수대비는 17 살이 되던 단종

1 년(1453)에 한살 아래인 수양대군의 맏아들 도원군(덕종)과 혼인했

다.11) 결혼한지 2 년, 세자빈이 된지 불과 2 년 3 개월 만에 남편이 죽음

으로 겨우 21 살로 2 남 1 녀를 둔 청상과부가 되었다. 1469 년 자신의 둘

째 아들이 보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조선 9 대 임금인 성종이다. 예종

의 아들인 제안대군이 있었지만 아직 어린 나이에 불과하여 의경세자의

둘째아들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었다.2) 어린 둘째 아들을 왕으로 만들면

서 33 세에 다시 궁으로 들어가 성종대와 연산군대에 걸쳐 35 년 동안 대

비로 살았다. 손자 연산군이 왕위에 오른 후 생모의 비사를 알고 폐행을

일삼자 이를 걱정하며 저지시키려고 노력한 왕실의 최고 어른이었다.176)

vii.월산대군 (1454-1488)

덕종의 맏아들이며, 어머니는 인수대비이다. 성종의 형으로, 일찍이 아

버지를 잃고 조부인 세조의 총애를 받은 인물이었다. 1471 년 월산대군

으로 봉해졌다. 당시의 왕위 계승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던 월

산대군은 권신들의 농간에 의해 좌리공신에 책봉되는 비운을 맞자, 이로

인해 현실을 떠나 자연 속에서 은둔해 조용히 여생을 보냈다고 한다. 성

품은 침착, 결백하고 술을 즐기며 산수를 좋아했다고 한다. 부드럽고 율

격이 높은 문장을 많이 지었다고 한다.192) 이러한 기록으로 보아 특별히

정신질환을 의심할 증상은 없어 보인다.

viii. 9 대 성종 (1457-1494)

성종의 첫 중전인 공혜왕후(한명회의 딸)가 몸이 약해 자식을 갖지 못

하자, 1472 년(성종 4 년) 후궁으로 정현왕후(윤호의 딸)이 간택되었

다.165) 이때 또 다른 후궁이었던 소용 정씨와 소용 엄씨, 그리고 당시

숙의의 지위에 있었던 윤기견의 딸 윤씨(폐비 윤씨)를 포함해 4 명의 후

궁이 있었다.165) 1474 년(성종 6 년) 공혜왕후가 죽자, 당시 성종이 가장

총애하고 있었고 마침 임신 중이던 숙의 윤씨가 비로 책봉되었고, 그 해

아들을 출산했다.165) 이때 성종의 나이는 19 세였다. 보위에 오른 후 이

해 봄까지 대왕대비인 세조비 정희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고 있었고, 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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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안순왕후가 왕대비로, 그리고 성종의 어머니인 인수대비가 있어 정사

에 도움을 주었다. 특히, 인수대비는 덕종의 부인으로 세자인 월산대군

이 죽고 예종이 보위에 오르자 궐 밖으로 나가 수빈(粹嬪)으로 지냈다.

이후 예종이 승하하고 성종이 왕위에 오르자 다시 궁 안으로 들어와 어

린 성종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었다고 한다.161)

ix.연산군의 자녀

자녀로 연산군과 폐비 신씨 사이에 요절한 자녀를 제외하면 2 남 1 녀가

있다.193) 폐세자인 이황(李�), 창녕대군(昌寧大君)인 이성(李誠), 휘신

공주이다. 폐세자 황과 창녕대군 성은 반정세력에게 피살되었고, 결국

휘신공주만 남았다.193) 휘신공주는 능성 구씨 능양위 구문경(具文璟)에

게 하가하여 1 남을 두었는데, 혼인 후에 연산군이 폐위됨에 따라 그녀

도 수난을 겪어야 했다. 폐서인되어 공주 직첩을 회수당하고, 재산을 몰

수당하고 시아버지 구수영의 청으로 이혼까지 당하는 등 왕실 여인이 당

할 수 있는 온갖 비참한 꼴을 다 당하게 된다. 다행히 중종 3 년에 중종

의 배려로 구문경과 재결합하고 집도 하사 받았으나, 공주 신분은 되찾

지 못했는지 계속 "구문경의 처"로 불렸다.193) 이황(1498 년 1 월 10 일-

1506 년 10 월 10 일)은 조선 제 10 대 왕인 연산군의 맏아들이다. 성품이

차분하고 총명했다고 한다. 세자시절 기상이 성종과 닮았으며, 왕의 자

질도 보였다고 한다.194) 기분 증상 등과 관련하여 특기할 점은 없는 것

으로 보인다. 중종반정으로 연산군이 폐출되어 폐세자(廢世子)로 강등되

었고 1506 년 10 월 10 일 창녕대군 성, 양평군 인, 이돈수 등과 함께 사

사되었다.194)

창녕대군 이성(昌寧大君 李誠, 1501 년 - 1506 년 9 월 24 일)은 조선의

제 10 대 왕 연산군의 차남이다. 연산군이 중종반정으로 폐출되자, 형 폐

세자 황과 함께 사사되었다.195)

나. 모계 가계도

i.폐비 윤씨(?-1482)

폐비 윤씨는 연산군의 생모로 본관이 함안이다. 폐비 윤씨가 언제 태어

났는지, 출생년도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죽임을 당하고, 아들 연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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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왕위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출생사항이나 생애에 대한 기록이 존재

하지 않는 것 같다.196) 아버지는 판봉상시사(判奉常寺事) 윤기견(尹起

畎)이고 어머니는 고령 신씨다. 아버지 윤기견은 사별로 고령 신씨와 재

혼해서 남매를 두었고 그 딸이 바로 연산군의 어머니인 폐비 윤씨이

다.197) 윤씨의 집안은 상당히 가난했던 것으로 보인다. 세종 21 년(1439

년)에 윤기견은 문과에 급제하면서 관직에 나왔다. 그의 증조부 윤희(尹

禧), 조부는 윤득룡(尹得龍), 아버지는 윤응(尹應)이며, 장인은 신평(申

枰)이었다. 직계 3 조는 모두 급제하지 못했으며, 교하(交河)현감을 지

낸 윤응을 제외하면 별다른 관직을 갖지 못하였다.197) 장인 신평은 세종

16 년(1434 년)에 문과 급제한 뒤 사간원 정언(正言, 정 6 품)을 지낸 평

범한 관원이었지만, 그의 본가와 처가는 상당히 화려했다. 먼저 그의 형

은 대제학까지 오른 신장(申樯)인데, 그의 셋째 아들이 신숙주였다.

ii.윤득룡

윤기견의 할아버지인 윤득룡(尹得龍)은 자헌대부(資憲大夫)와 호조전서

(戶曹典書)의 벼슬을 지냈다. 윤득룡에게는 3 남 2 녀가 있었으며, 이 중

셋째 아들이 윤기견의 아버지인 윤응(尹應)이었다.198) 남아있는 기록이

적어 정신 질환 유무에 대해 알 수 없었다.

iii.윤응

윤기견의 아버지 윤응은 교하현감(交河縣監)을 지냈고, 어머니 안동 권

씨는 선공감부정(繕工監副正)을 지낸 권소(權紹)의 딸이었다.198) 역시

남아있는 기록이 적어 정신 질환 유무에 대해 알 수 없었다.

iv.윤기견

폐비 윤씨 아버지로, 출생년대는 미상이다. 윤기견은 아버지 윤응(尹應)

과 어머니 안동 권씨의 4 남 2 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198) 윤기견은 두

번 결혼해서 모두 4 남 1 녀를 두었다. 첫 부인은 양성 이씨로 그녀와의

사이에서 윤우, 윤해, 윤후 등 아들 셋을 두었다. 사별 후, 윤기견은 고

령 신씨와 재혼해서 남매를 두었고, 첫째가 폐비 윤씨의 오빠인 윤구이

며, 딸이 폐비 윤씨이다.198)

윤기견은 1451 년(문종 즉위) 9 월에 부수찬을 지냈으며, 집현전 사경을

지냈다. 1453 년 (단종 즉위년) 사헌부 지평이 되어 적극적인 대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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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계유정난에도 적극 동조했다고 한다. 1454 년 초에 단종에게 불

당 철거를 요구하다가 성삼문 등과 함께 좌천되었고, 대간들은 윤기견이

좌천되어 자신들도 사직할 것임을 주장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모습들로

보아 윤기견은 이개, 성삼문 등 대간을 지낸 인물들과 가까웠으며, 고집

이 세고 비판적인 인물이었던 것이라 한다.196)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기

분 증상에 의한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v.고령 신씨

폐비 윤씨의 어머니이자, 윤기견의 후처인 고령 신씨는 신숙주의 사촌

여동생이다. 아버지 신평(申枰)과 어머니 장흥 마씨 사이에 태어난 3 남

3 년 중에 셋째딸이었다.197) 고령 신씨의 증조 할아버지인 신포시(申包

翅)는 아들 신장(申檣), 신평(申枰), 신제(申梯) 3 형제가 있었으며 모

두 뛰어났다고 한다. 맏아들 신장(申檣)은 공조참판에 올라 오랫동안 대

제학에 있었고, 둘째 아들 신평(申枰)은 사간원의 정언(정 6 품)을 지냈

고, 막내 인 신제(申梯)는 사헌부 감찰을 역임했다. 신장(申檣)의 아들

인 신맹주, 신중주, 신숙주, 신송주, 신말주는 모두 과거에 급제하고 벼

슬을 지냈다.

신평은 세종대 정언을 지낸 인물로 양녕대군의 거처 문제에 대해 간언

한 인물이다. 이를 통해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추측

할 수 있다.196)

vi.윤구

윤기견의 아들이며, 폐비 윤씨의 오빠로 윤씨가 폐위되면서 어머니 신씨

와 함께 장흥으로 유배되었다. 이후 조카인 연산군이 즉위하면서 복위되

었지만 중종반정으로 다시 유배되었고 관직과 작위가 추탈되었다.199)   

6.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연산군이 생모의 죽음을 인식한 것이 언제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연산군은

4 세때 일어난 생모의 죽음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고 컸다. 어렸을 때는 정현

왕후를 친어머니로 생각하며 자랐을 것이다.200) 연산군이 즉위 전 생모에 대

해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 자세히 알 수는 없

다.200) 다만 짐작할 수 있는 기록이 연산군 일기에 남아있다. 연산 1 년(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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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세) 3 월 16 일201) 기록에 따르면 ‘왕이 성종(成宗)의 묘지문(墓誌文)을

보고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이른바 판봉상시사(判奉常寺事) 윤기견(尹起畎)

란 이는 어떤 사람이냐? 혹시 영돈녕(領敦寧) 윤호(尹壕)를 기무(起畝)라 잘

못 쓴 것이 아니냐?" 하매, 승지들이 아뢰기를, "이는 실로 폐비(廢妃) 윤씨

(尹氏)의 아버지인데, 윤씨가 왕비로 책봉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하였다. 

왕이 비로소 윤씨가 죄로 폐위(廢位)되어 죽은 줄을 알고, 수라(水剌)를 들

지 않았다.’고 하였다.’즉, 윤호는 중종의 외조부이고 윤기견은 연산군의

외조부이다. 연산군은 윤기견이라는 인물의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몰랐고, 자

신의 외가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었다. 나아가 윤씨가 폐출되어 사사

된 사실 역시 몰랐던 것이다.200) 어린 연산군에게는 생모가 죄인으로 몰려

사약을 받고 죽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이다.200)

게다가 정현왕후 윤씨를 친어머니로 알고 자랐지만, 천륜은 속일 수 없었

던지 연산군은 정현왕후를 잘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3) 정현왕후 역시 폐비의

자식을 자신의 친 자식처럼 사랑과 관심을 쏟아주지는 못 했을 것이다. 게다

가 할머니인 인수대비는 연산군에게 지날 칠 정도로 혹독하게 대했다고 한

다.3) 자신이 직접 쫓아낸 며느리의 아들이니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연산군이 자라는 동안 정서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다.

고찰

이 연구에서는 연산군 일기와 다른 문헌들을 통해 확인한 임상 양상과 가족력

을 근거로 연산군과 폐비 윤씨가 양극성 장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연산군 일기를 통해 그 시대에 일어난 사건들과 연산군의 말과 행동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연산군의 기분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 증상

의 시작과 끝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증상의 경향을 파악하였다.

연산군이 보인 정신증상이 양극성 장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기록이 많

다. 1495 년 (19 세)부터 1497 년 (21 세)까지 모호하고 다양한 신체 증상을 호소

하고 있으며, 식욕부진, 수면장애, 피곤, 무기력 등의 우울 증상을 보였다. 이

시기는 우울 삽화로 볼 수 있으며, 소아 청소년의 우울증은 성인기 우울증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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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증상 호소가 더 흔하다.202) 특히 무기력, 피곤 등은 단극성 우울증(major

depressive disorder)보다 양극성 우울증(bipolar depression) 가능성을 더 시

사한다. 우울증이 양극성 장애를 더 시사하는 임상적 특성으로 어린 나이에 발

병, 25 세 이전에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하는 우울증, 짧은 기간(3 개월내)동안

우울증이 빠르게 시작되고 사라지는 경우, 5 번이상 반복적인 우울 삽화를 보이

는 경우, 두드러진 정신운동 지연을 동반한 우울증, 과수면과 과식욕을 보이는

경우 (reverse vegetative signs), 계절에 따른 기분 변화가 있는 경우

(seasonality), 양극성 장애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항우울제로 치료시에 경조

증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한다. 203)

이후 1498 년 (22 세)에는 6 월부터 10 월까지 중국에 가는 길에 중국 물건을

많이 사오라고 하며 사치가 증가하였고, 진상하는 물건을 독촉하며 과도하게 사

냥에 집착하는 모습이 있었다. 임금이 혈기왕성한 젊은 나이에 취미로 사냥에

몰입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그 정도가 지나쳐 경조증으

로 볼 수 있다. 또, 특권층으로써 사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연

산 8 년 11 월 14 일 기록에서처럼, 생필품이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원숭이를 수입 반대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평소에 사치나 향략을 하는 성

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임금이라 하더라도 평소 달리 사치가 지나친 것으로

봐서 경조증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

1499 년 (23 세) 1 월에는 적절한 기능을 유지하며 기분 증상이 없어 관해 상태

로 보인다. 3 월부터 10 월까지 말이 피곤해서 가지 못 할 정도로 과도한 사냥과

에너지 증가, 무분별한 소비를 보여 경조증을 의심할 수 있다. 1500 년(24 세) 1

월에서 5 월 까지는 관해 상태였을 것으로 짐작되며, 6 월부터 9 월까지 사소한

문제에 신하들을 벌주는 등 과한 반응을 보이는 모습이 있으면서, 10 월부터 다

시 과도한 소비와 사치로 신하들이 걱정하는 상태였다. 1501 년(25 세) 4 월까지

사치가 심해져서 민생에 부담이 될 정도여서 경조증 증상으로 의심해 볼 수 있

다. 5 월부터는 기록에 기분 증상을 의심할 만한 내용은 드러나지 않아, 관해 상

태로 판단되며, 1502 년(26 세) 3 월,4 월까지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502 년(26 세) 6 월부터 11 월까지 사치가 더 심해져, 기호가 다양해지고 진상

을 과도하게 요구해 수레가 부서지고 말이 넘어질 정도였다. 난잡한 춤을 추고

음탕한 놀이를 하는 등의 모습은 경조증 혹은 조증으로 인한 가능성이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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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모습이 경조증이 아니라 성격 문제는 아닌지 의심이 들 수 있는데, 이후

경과에서 뚜렷한 조증 증상이 나타나며 평소 모습과는 다르게 정도가 과하여 경

조증 증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7 월에는 민생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적절한 정책을 펼쳐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는 없었고, 8 월에는 죽은 생모를 그리

워하며 슬픔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 우울증상이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조증 증상과 함께 동반되어 혼재성 삽화 양상의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다. 경조증 증상이 있으면서 11 월에는 외교 사안에 대해 적절한 결

정을 내리는 모습으로 기능적인 면은 잘 유지가 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1503 년(27 세) 2 월부터 6 월까지는 과도한 음주와 절에 들어가서 여승을 내쫓

고, 여러 젊은 여자들을 남겨 충동적이며, 문란한 성적 행동을 하였고, 이런 행

동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 판단력 저하의 모습

이 있었다. 7 월부터 9 월까지 과민한 반응, 사소한 일에 가혹한 처벌, 집요함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는 조증 진단 기준 중에 과민한 기분, 성적 행동과 같은

목표 지향적 활동의 증가,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활동의 지나친 몰

두와 같은 항목들과 부합하여 강력하게 조증 증상을 시사한다.

1503 년(27 세) 10 월부터는 조증 증상이 시작해서 11 월에는 만취해서 흥청 망

청 노래하며 춤추는 모습의 조증 증상이 있으면서, 그날 새벽에는 우울하고 슬

픈 모습을 보여 우울 및 조증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혼재성 삽화가 의심된다.

갑자사화 전후인 1504 년(28 세)부터 중종 반정으로 폐위될 때인 1506 년(30 세)

8 월까지 조증 삽화가 강력히 의심되는 모습들이 있었고, 그 정도도 최고에 달했

다. 분노 및 충동 조절의 어려움으로 생모 폐위 사건과 연류된 사람들에게 폭력

적이고 잔혹한 행동을 하고, 관원들의 아내를 간음하며 모후의 기일에도 유흥을

하는 등 성욕 증가, 판단력 저하 등이 두드러지며, 증상이 심할 때면 한밤 중에

소리지르고 폐비가 붙은 형상의 춤을 추는 등의 정신병적 증상도 동반되었다.

정리하자면, 우울 삽화는 1495 년(19 세) 1 월- 1496 년(20 세) 11 월, 1506 년

(30 세) 1 월, 1506 년(30 세) 8 월에 3 차례 있었다. 경조증 혹은 조증 삽화의 경

우 1498 년(22 세) 6 월- 11 월, 1499 년(23 세) 3 월-10 월, 1500 년(24 세) 6 월-

10 월, 1501 년(25 세) 4 월, 1502 년(26 세) 6 월- 1503 년(27 세) 9 월, 1504 년

(28 세)-1506 년(30 세) 8 월로 대략 6 번 나타났다. 혼재성 삽화는 1502 년(26 세)

8 월과 1503 년(27 세) 11 월에 2차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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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497 년(21 세) 4 월- 1498 년(22 세) 5 월, 1500 년(24 세) 1 월-5 월,

1501 년(25 세) 5 월- 1502 년(26 세) 4 월 등에는 적절한 기능을 보이는 관해 상

태가 분명히 일정기간 있었다. 양극성 장애의 특징은 증상이 삽화적으로 나타나

고, 관해 시기에는 비교적 정상적인 기능을 보인다는 것인데, 연산군이 보인 임

상 양상은 이런 특징과 비슷하다.

기분 삽화가 수개월 이상 지속되다가 관해와 재발을 반복하였으며, 이런 삽화

중에 증상의 중증도가 심할 때는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었다. 그러나 이런 증

상이 상당 기간 뚜렷하고 지속적으로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조현병이

나 분열정동장애 같은 정신병적 장애 가능성은 떨어지며, 기분장애를 더 시사한

다. 기분 장애 중에서도 증상이 지속적이지 않고 삽화적이며, 조증 증상과 우울

증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양극성 장애 진단이 합당하다고 할 수 있다.

연산군이 폭력적이고 잔혹한 모습으로 반사회적 혹은 자기애성 인격장애가 아

닌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인격장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평소 성격으로 봤

을 때, 한시를 잘 쓰며 감성적이고, 낭만적인 기질이 잘 드러난다. 연산 8 년 7

월 옥중에 있는 죄인들의 건강을 걱정하고, 일을 빨리 진행해 백성들을 보살피

는 기록이 있다. 이를 통해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백성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헤

아려,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따뜻하고 인간적이며 섬세한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면을 봤을 때도 성격 문제라는 것을 연상하기 쉽지 않다. 반사회적

인격장애는 성인이 되기 전부터 사회적으로 불법적이고 무책임한 행동들을 반복

한다. 상대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 관심이 없고 전혀 무감각하며, 자신이 상대방

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한 반성이나 죄책감이 없는 것이 특징이

다.204) 자기애성 인격장애는 자신의 목표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

계가 착취적인 경우가 많고, 상대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이기

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동정과 연민을 가장한다.205) 즉, 인격장애는 남의 권리

를 침해하지만 병식이 전혀 없고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전혀 없으며, 죄책감

도 못 느낀다. 그러나 연산군의 경우 백성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는 공감 능

력도 있으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착취적이지 않다. 이러한 행동은 성격적인

문제보다는 병적인 상태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

또, 연산 9 년(1503, 27 세) 11 월 22 일 기록에 보면 그 전날 흥청망청 술을

마시며 난잡한 잔치를 벌인 사실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며, 실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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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는지 후회하는 모습이 있다. 사실 단순히 보면 조증 증상이 아니라 만

취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

러나 전체적으로 전후 증상을 봤을 때는 주취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증상으로

인해 주색에 빠져 방탕한 모습을 보이고, 새벽에 갑자기 경연을 여는 등 충동적

이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해 보인다. 실제로 조증인 경우 과

도한 음주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양극성 장애에 환자에서 물질사용장애가 흔히

동반된다는 연구들이 있다. 지역사회 역학연구인 National Comorbidity Survey 

Replication(NCS-R)의 연구206)에 따르면, 양극성 장애의 평생 유병률을 기준으로

할 때, 35.5-60.3% 정도에서 최소 한 가지 이상의 물질사용장애가 동반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같은 연구에서 제 I 형 및 II 형 양극성 장애와 함께 역치하 양극

성장애에 대해서도 역학 조사가 되었는데, 물질사용장애의 동반 이환율은 제 I

형 양극성 장애에서 가장 높았다고 보고되었다.207) 또, 임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인 Systemic Treatment Enhancement Program for Bipolar Disorder(STEP-

BD)208)에서는 물질사용장애의 평생 유병률이 48%로 조사되었다. 양극성 장애에서

물질사용장애의 동반 이환율이 높지만, 물질사용장애가 제 I 형 양극성 장애의

위험인자이기도 하다. 남성, 젊은 나이, 낮은 교육수준은 양극성 장애 환자에서

물질 남용의 위험인자이다.207)

연산 9 년(1503, 27 세) 9 월에는 이세좌의 우발적 실수에 대해서 가혹한 처벌

을 하는 기록이 있다. 일부에서는 생모인 윤씨의 폐위에 이세좌가 관여한 것을

알고, 어머니에 대한 보복으로 이세좌를 골탕 먹이려는 행동이라는 의견이 있

다.9) 이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설사 이것이 폐비 윤씨에 대한

보복으로 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지나친 것은 조증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을 단순히 어머니가 폐위된 것에 대한 불만과 분노만으

로 인해 야기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평소에는 이런 심리적인 상처가 있더라

도 보통 감정을 잘 통제하고 지낸다. 오히려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

을 심리적 문제가 조증으로 인해 증폭되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연산 10 년(1504, 28 세) 3 월에 일어난 갑자사화 역시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연산군이 자신의 생모가 폐위된 사실을 알게 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즉위 초기인 연산 1 년이라는 기록이 있다. 대략 9 년 후 갑자사

화 때, 다시 폐비 윤씨에 대해 거론이 되는데, 이 때 연산군이 윤씨의 폐위 과



42

정에 대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흔히 갑

자사화를 윤씨 폐위에 찬성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과 복수로 인한 것으로 설명을

한다. 그러나 조증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규모가 크고 참혹한 사화로까지 발전하

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산 10 년부터 심한 조증 증상으로 판

단력을 잃고 분노 및 충동 조절의 어려움을 보이고 있음을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평소 참고 넘어갔던 9 년전의 심리적 상처가, 조증이 심해지면서 감

정이 통제되지 않아 과격하게 표출이 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갑자사화

의 발생은 단순히 폐비 윤씨의 죽음으로 인한 연산군의 심리적 반응만은 아니고,

조증의 악화와 관련 있다는 설명이 더 타당해 보인다.

이렇게 양극성 장애의 발병에는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등의 환경적 요인이 영

향을 줄 수는 있다. 양극성 장애의 유전적 소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부정

적인 양육 환경과 정신적인 외상의 경험은 발병 위험을 높인다. 주로 양극성 장

애 환자는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거나 유발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9)

하지만 스트레스 자체가 발병의 일차적인 원인이라기 보다는 증상을 유발하는

촉발 요인으로 생각된다. 발병 이후에 기분 삽화가 반복되면 재발로 인해 뇌에

부정적인 변화가 축적된다. 그 결과, 중반 이후의 기분 삽화는 초기와 달리 스

트레스 사건에 의해 나타나기 보다는 점차 작은 스트레스에도 또는 스트레스 없

이도 발현되며, 삽화는 더욱 심해지고 자주 나타나며 치료에도 잘 듣지 않게 된

다고 보고되고 있다.209)

양극성 장애는 생물학적, 유전적 요인이 가장 중요한 발병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210) 일반적으로 부모 중 한 명에게 기분장애가 있을 경우, 그 자녀에게 기

분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10-25% 이며, 부모 모두가 기분 장애가 있을 경우는 발

병 위험이 대략 두배까지 높아진다.211) 가족 중에 기분 장애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자녀의 기분 장애 발병 위험은 더 높아지며, 먼 친족보다 유전적 관련성이

큰 1 차 친족이 기분 장애를 가지고 있을 경우 그 위험은 더 높아진다.211) 양극

성 장애의 경우 일란성 쌍둥이 일치율(monozygotic concordance)은 40-70%이며

212), 1 차 친족에서는 일반인구에 비해 양극성 장애가 출현할 확률이 8-18 배 더

많다고 보고된다.213) 양극성 장애 환자의 약 50%는 기분장애의 가족력이 있으며

214), 부모가 양극성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자녀는 기분장애, 특히 양극성 장

애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다.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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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유전적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연산군의 부계 및 모계의 가계도를 살펴

보았다. 연산군의 부계 쪽은 7 대 세조(수양대군)부터 봤을 때, 8 대 예종과 9 대

성종까지 정신병적 증상이나 기분 증상이 의심되는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연

산군의 자식들은 연산군이 폐위됨에 따라 대부분 사사되고 기록이 별로 남아 있

지 않아 정확히 알 수가 없었다.

연산군의 모계 쪽 가계도를 보면, 연산군의 생모 폐비 윤씨도 216)양극성 장애

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며, 이는 연산군이 양극성 장애 환자였을 가

능성을 시사하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 그 외 모계 친족들은 남아 있는 기록이

많지 않아 정신질환 유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폐비 윤씨는 어릴 때부터 집이 매우 가난했지만 생활력이 강했고, 효심도 깊

다고 소문이 났다. 이후 성종 4년에 숙의로 간택되고, 약 3 년간 궁궐 생활 후 왕

비가 된다. 까다로운 정희왕후와 인수대비와 함께 생활을 하면서 검소하고 겸손

하다는 평가를 받고, 대비들의 검증을 통과할 정도로 평소 성격에는 문제가 없

었던 것 같다.217) 왕비가 된 그해 연산군을 출산하고,4 개월 뒤인 성종 8 년 3 월

부터 지나칠 정도의 질투와 비상이나 후궁을 음해하려는 행동 등 경조증을 의심

할 수 있다. 이후, 비교적 증상이 좋아지면서 성종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었고,

그 결실로 두번째 왕자를 성종 9 년 말에 출산을 하였다. 하지만 둘째 출산을 하

고 얼마 지나지 않은 성종 10 년 6 월에는, 질투로 인한 비상식적 행동, 말이 많

아 지고, 왕에게 순종하지 않고 무례하고 공격적인 행동, 자극 과민성, 충동 조

절의 어려움 등 조증 삽화에 부합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반면에 임금이 정사를

보러 나가는데도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우울증을 시사한다. 특히 아침에 잠이

많아져서 일어나기 힘들어하고, 무기력해 보이는 증상은 양극성 우울증에 특징

적인 모습이다. 증상의 양상이 심할 때는 너무 과하고, 괜찮을 때는 너무 멀쩡

해 증상의 기복이 크다. 증상이 심할 때는 상식적인 선을 넘고 평소 행실을 봤

을 때는 이해가 안되는 정도이다. 우울 및 조증 증상이 삽화적으로 나타나고,

증상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뚜렷하며, 관해 시기에는 정상적인 기능을 보여 성

격적인 문제보다는 양극성 장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폐비가 논의된 시점이 연산군을 분만한 후 4 개월 시점이었고, 증상이

다시 악화되어 궁궐을 쫓겨나게 되는 시기도 둘째를 분만하고 얼마 지나지 않을

때로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분만 후 나타나는 기분증상은 양극성 장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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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력히 시사한다. 현재 산후 기분장애(postpartum mood disorder)의 진단은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ition(DSM-

5)218)에 의한 주요 우울 장애와 양극성 장애의 진단 기준과 동일하며, DSM-5 에서

는 출산 후 4 주내에 발생하는 경우 이 기분장애들의 아형 중의 하나인 주산기

발병 아형(peripartum onset specifier)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출산

후 3-6 개월 안에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216)

산후 기분장애는 대부분 양극성 장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 연

구에서는 산후 우울증(postpartum depression)으로 의심되어 진료 의뢰된 환자

들 중 54%가 양극성 장애로 진단되었다.219) 또, 산욕기(postpartum period)에 처

음으로 우울증을 진단 받은 여성 중 15-50%가 양극성 장애 진단 기준을 만족한

다는 연구도 있다.220, 221) 양극성 장애를 가지고 있던 여성의 경우에는 대략 60-

70% 까지 임신 중이나 산욕기에 기분 삽화를 경험한다는 보고도 있다.222) 국내

에서는 산후 우울증으로 영아 살해를 시도하여 입원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

로, 입원 당시에는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았으나 64.4% 가 후에 양극성 장애로

진단이 되었다.223) 게다가 양극성 장애가 있는 여성의 67% 는 산후 우울증을 겪

고, 25-50% 는 산후 조증(postpartum mania)혹은 산후 정신병(postpartum 

psychosis)을 겪는다고 보고되었다.221)

산후 정신병의 경우 산후 기분 장애의 가장 심한 형태로 보고 있다.224) 독자적

인 질병으로 보지 않으며, 산후 정신병 삽화는 본질적으로 기분 장애 삽화로 본

다.209) 특히, 주로 양극성 장애가 흔하나 주요 우울 장애도 가능성은 있다. 산

후 정신병의 대부분은 출산 2-3 주 내에 발생하며, 임상 양상도 다양하게 나타난

다고 알려져있다. 우울증과 조증의 기분 증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있으면서, 혼

동, 당혹감 등이 동반되기도 한다.224) 산후 정신병은 약 50%에서 첫 아이의 출산, 

비정신과적 주산기 합병증, 기분장애의 가족력이 있다. 대략 65% 의 산모에서

출산 후 1년 이내에 기저 기분장애의 두번째 삽화가 발생한다.209)

폐비 윤씨의 경우 첫째인 연산군을 출산한 후에 증상이 생겼고, 이후 둘째를

출산하고 난 뒤에 다시 증상이 재발한 것으로 보인다. 산후 우울증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다음 출산에 재발할 위험도 증가된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는 덴마크

에서 첫째를 출산한 45 만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17 년간 코호트 연구225)에

서 보고되었다. 첫째를 출산후에, 산후 기분 장애가 없었던 여성에 비해 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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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장애로 병원을 찾았던 여성은, 몇 년 내에 기분 장애 발생 위험이 6.6 배나

높았으며, 둘째 출산후에 다시 산후 기분 장애를 겪을 위험은 46.4 배나 높았다.

또, 2016 년 시행한 메타연구에서는, 출산 전에 정신과적 병력이 없던 여성에서,

출산 후 조증이나 정신증을 앓았던 경우 이후에 다시 출산했을 경우 재발률이

31% 정도로 높게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226)

이와 같이 여러 연구들에서 출산과 양극성 장애가 강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

준다. 227, 228) 이렇게 출산 후에 양극성 장애 혹은 기분 장애가 잘 생기는 원인에

대해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주로 성호르몬의 급격한 변화와 관련이 있다

고 보고되어 있다.228)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은 뇌의 발달과 시냅스 가소성

(synaptic plasticity) 및 신경전달물질 시스템의 조절과 같은 뇌기능의 여러

측면에서 관여한다. 세로토닌, 노르에프네프린, GABA(gamma aminobutyric acid) 

등의 신경전달물질이 연관되어 있으며, 뇌의 여러 부위에서 에스트로겐과 프로

게스테론의 수용체가 있어 기분 조절과 스트레스 반응에 영향을 준다. 양극성

장애는 세포 내 신호 전달 시스템(intracellular signaling systems)에서 이런

성호르몬들의 비정상적 조절과 관련이 있다.229)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접근 가능한 역사적 자료들이 부족해서 자료 수집의

한계가 있었고, 이로 인해 근거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연산군 일기는

사관의 눈을 통해 기술된 기록이므로, 일반인의 관점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다

고 생각되는 가벼운 증상은 누락이 되었을 수 있다. 그래서 실제 기분 증상의

삽화는 기록된 것보다 더 많을 가능성도 있다. 이로 인해 삽화의 지속 기간을

정확히 알 수가 없었고, 병의 경과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연산군 일기는 중종 반정을 주도한 공신들이 편찬에 참여를 했기 때문

에, 중종의 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연산군을 악의적으로 왜곡했을 가능성이 있

다는 주장도 있다.200, 230)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보면 다소 과장된 부분이 설사

있다하더라도, 의도적 왜곡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다수의 기분 삽화가 나

타나고 전체적으로 임상양상이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기술되어 있어, 현대에 사

용하는 진단 기준과도 비교적 부합된다. 몇 개의 문제 행동은 왜곡을 할 수 있

다하더라도 일관되게 반복적으로 왜곡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또,

기록들이 연산군의 나쁜 점만 기술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배려하고

적절한 정책을 펼치는 등 정상적이며 긍정적인 기록들도 있어 왜곡될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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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 보이지 않는다.

여태까지 연산군에 대해 흥청망청하고 음란하며 방탕한 폭군으로만 보는 시각

이 많았다. 그러나 현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폭군보다는 양극성 장애로 인

한 병 때문에, 폭력적이고 기이한 행동을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폐비 윤

씨의 비상식적인 행동 역시 양극성 장애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연산군과 폐비

윤씨의 행동이 정신질환인 양극성 장애에 기인한 결과라는 것을 밝혔다. 정신의

학적 관점에서 연산군과 폐비 윤씨가 양극성 장애 가능성이 있음을 처음으로 밝

혔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연산군 일기와 관련 문헌을 통해 확인한 임상양상과 가족력을

통해 연산군과 폐비 윤씨가 양극성 장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산군의 임상양상은 우울증 및 조증에 부합하는 증상이 있었고, 지속적이지 않

고 삽화적으로 증상의 악화와 호전의 경과를 보였으며, 가족적 경향이 있어 양

극성 장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산군의 생모인 폐비 윤씨도,

발병 전 특별히 이상이 없었고, 조증 또는 경조증, 우울증에 부합하는 임상증상

과 분만 후 증상 발병으로 볼 때 양극성 장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임

상적 양상, 증상의 경과, 가족적 경향성을 근거로 연산군과 폐비 윤씨가 양극성

장애 가능성이 있음을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연산군과

폐비 윤씨가 양극성 장애 가능성이 있음을 처음으로 밝혔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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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요약

Objectives King Yeonsan was the 10th king of the Joseon dynasty. He has 

been generally regarded as a tyrant and an immoral person. It remains 

unclear whether his unusual behaviors resulted from his psychiatric 

disease. In this study, we addressed the issue of whether King Yeonsan

suffered from bipolar disorder. We also investigated the possibility of a 

family history of mood disorder including his mother, deposed Queen Yoon

Methods We reviewed Yeonsan-gun Ilgi (daily records), Joseon Wangjo Sillok

(Veritable Records of the Joseon Dynasty) and available literatures on 

King Yeonsan and deposed Queen Yoon.

Results A review of the literature showed that King Yeonsan and deposed 

Queen Yoon might have experienced depressive and manic episodes. The 

symptom features, episodic course, familial tendency of mood symptoms and 

postpartum onset in deposed Qeen Yoon’s case suggest that they might have

suffered from bipolar disorder.

Conclusion The symptoms and clinical course suggest that King Yeonsan and 

deposed Queen Yoon might have suffered from bipolar disorder.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this is the first report suggesting that the King 

Yeonsan and deposed Queen Yoon might have suffered from bipolar disorder.

KEY WORDS: King Yeonsan, Deposed Queen Yoon, Yeonsan-gun Ilgi, Bipolar 

Disorder, Mood Disorder, Postpar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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