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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180쪽 #5(178쪽)

1. 내용이 고쳐진 것들

: 《실록》의 성녕대군 졸기에는 열두 살에 혼인한 것으로 나

※ 페이지는 개정판 기준, 괄호 안의 페이지는 구판

오지만, 《실록》 1414년 12월 22일자 기사에 성녕대군이 친영

1권 157쪽 #1(155쪽)

했다는 내용이 나오므로 “열두 살에 결혼했으나”라는 설명

: 우왕은 처음에 강화도로 유배되었다가 후에 여주로 옮겨졌

문을 “열 살에 결혼했으나”로 고침.

고, 김저 등이 여주로 찾아갔기 때문에 “강화도로 가서 우왕
을 만났다.”는 설명문을 “여주로 이배된 우왕을 찾아갔다.”

4권 107쪽 #6(103쪽)

로 바꿈.

: 박연이 1378년생이고, 문과에 급제한 것이 1411년 서른네
살 때이므로 “그 음악 때문인지 몰라도 마흔이 넘어서야 과

1권 160쪽 #1(158쪽)

거에 급제하여”라는 설명문을 “서른넷에 문과에 급제하고”

: 창왕은 혼인하지 않았는데, 여인과 함께 있는 장면 때문에

로 고침.

혼동을 일으킬 수 있어서 창왕 혼자 있는 그림으로 바꿈.

4권 113쪽 #7~8(109)
1권 162쪽 #4(160쪽)

: 《실록》에 따르면 박연의 아들 박계우가 죽은 것은 1454년 8

: 같은 페이지 #3에서 다룬 과전법 실시가 1391년 5월의 일이

월 15일~9월 9일 사이로, 단종 복위 사건이 아니라 계유정

고, #4에서 다룬 토지대장 소각은 그 전 해인 1390년 9월의

난 이후 대간들에 의해 간당으로 지목되었기 때문이었음. 박

일이므로 “그 해 9월엔 ~ 개경 거리에서 불태워졌다.”라는

연은 1454년 5월 21에도 대제학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외방

설명문을 “이보다 앞서 ~ 개경 거리에서 불태워졌다.”로 바

안치 명령이 내린 때는 그해 9월 9일임. 따라서 박연은 여든

꿈.

살이 아니라 77세까지 관련 일을 맡았고, 그 해에 고향으로
내려갔다가 1458년 81세로 죽었으므로 “여든 살까지 관련 일

2권 26쪽 #3(22쪽)

을 맡아 보았다. 여든한 살에 아들이 단종 복위 사건에 연루

: 이종학은 이숭인과 달리 허리에 곤장을 맞지는 않았지만,

되어 낙향 조치되었는데 그 해 숨을 거두었다.”라는 설명문

곤장을 맞고 장사현으로 유배되던 중 자객에게 살해당했기

을 “일흔이 훌쩍 넘도록 관련 일을 맡아 보았다. 세조 초 막

때문에 “이숭인처럼 곤장 맞고 죽은 이는”이라는 설명문을

내아들이 안평대군의 일당으로 몰려 처형되면서 낙향 조치

“이숭인처럼 곤장을 맞고 죽는 등 살해당한 이가”로 바꿈.

되었는데 그곳에서 여든한 살에 숨을 거두었다.”로 고침.

4권 157쪽 #7(153쪽)

2권 201쪽 #7(197쪽)
: 정종은 숙종 때까지 묘호와 존호를 받지 못했지만, 시호는

: 최만리는 1445년 10월경에 사망한 것이 확인되므로 “유사

죽은 이후 곧 받았기 때문에 “정종은 묘호는 물론 존호도 시

한 경우가 최만리다. 훈민정음 반대 상소 이후 최만리 또한

호도 받지 못했다.”라는 설명문을 “정종은 묘호는 물론 존호

더는 《실록》에 등장하지 않는다. 최만리도 장영실도 이후 오

도 받지 못했다.”고 바꿈.

래지 않아 사망한 게 아닐까?”라는 설명문을 “유사한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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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리다. 그는 훈민정음 반대 상소를 올린 이듬해 사망하면

은 1455년 2월의 일인데, 구판의 설명문으로는 각 사건의 시

서 더는 《실록》에 등장하지 않는다. 장영실도 최만리처럼 이

기가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4의 설명문 “그런 수양의 걱정

후 오래지 않아 사망한 게 아닐까?”로 고침.

을 간파한 한 이복동생이 찾아왔다.”를 “몇 달 전 수양의 걱
정을 간파한 한 이복동생이 찾아왔다.”로 고치고, #7의 설명

4권 199쪽 #7(195쪽)

문 “몇 달 뒤 대신들을 동원해 고하기를”을 “이때에 이르러

: 이미 5권이 출간되었으므로 “수양의 기질과 야심에 대한

대신들을 동원해 고하기를”로 고침.

얘기는 다음 권인 제5권(단종, 세조편)으로 미루도록 하자.”

5권 170쪽 #9(166쪽)

라는 설명문을 “이에 대해서는 제5권 23~31쪽 참조.”로 고
침.

: 한명회의 딸을 이은 한백륜의 딸은 1463년 후궁으로 들어
와서 소훈에 봉해지고, 예종이 즉위한 날 세자빈이 아니라

5권 59쪽 #7(55쪽)

후궁 신분인 소훈으로서 왕비가 되었으므로 “이에 세조는 세

: 《실록》에서는 홍달손이 이때 마침 해임되어 돌아왔다고 표

자의 후비 중에서 새 세자빈을 골랐는데 청주 한씨 한백륜의

현하고 있지만, 실제로 홍달손이 수군첨절제사에서 해임된

딸이다.”라는 설명문을 “이에 세자의 후궁으로 있던 한백륜

것은 1452년 9월이고, 그 뒤 서울에 돌아와 있을 때 한명회

의 딸이 뒷날 예종의 왕비가 된다.”로 고침.

와 만났으며, 1453년 4월에 첨지중추원사가 되어 감순을 맡

6권 66쪽 #4~5(62쪽)

게 되었으므로 “때마침 해임되어 돌아온 것이다.”라는 설명
문을 “때마침 궁궐 수비 업무로 돌아온 것이다.”로 고침.

: 5권에서와 마찬가지로 안순왕후는 예종이 즉위한 날 후궁
으로서 왕비가 되었으므로 “처음엔 세자의 후비로 뽑혔다가

5권 94쪽 #3~5(90쪽)

세자빈 한씨(한명회의 딸)가 죽으면서 세자빈이 되고, 이어

: 시녀 내은이 김종서의 집을 받은 것은 1455년 4월 27일의

왕비도 되었다.”라는 설명문을 “처음에는 세자의 후궁으로

일로, 이는 계유정난의 공로가 아니라 1455년 2월에 금성대

뽑혔다가 예종이 즉위하면서 왕비가 되었다.”로 고침.

군 등을 몰아낸 공로임. 따라서 “시녀 내은은 김종서의 집을,

6권 178쪽 #1(174쪽)

종 막동은 이보인의 집을, 시녀 소근은 조극관의 집을……”
이라는 설명문을 “시녀 소근은 조극관의 집을, 종 막동은 이

: 그동안 폐비 윤씨의 출생년도는 미상이거나 성종보다 12세

보인의 집을 받았다.”로 고침.

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1996년에 발굴된 폐비 윤씨의 태지
에 1455년 윤 6월 1일에 태어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해

5권 102쪽(98쪽)

서 “스물일곱의 원숙한 여인”이라는 설명을 “열아홉의 성숙

: 같은 페이지 #1에서 단종이 열다섯 살이 된 때는 1455년이

한 여인”으로 고침.

고, #4에서 계양군 이증이 수양대군을 만난 것은 1454년 8월
의 일이며, #7의 대신들이 화의군 등을 벌하라고 주장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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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권 176쪽 #2(174쪽)

독자의 지적에 따라 상황 묘사 바꿈.

: 종루에 붙은 익명서는 1506년 1월의 일인데, 이 장면의 명

9권 159쪽 #1(157쪽)

령은 1505년 6월의 일이므로 종루의 익명서와 관련된 1506
년 6월의 명령으로 고침.

: 명종은 6명의 후궁을 두었으므로 설명문의 “명종은 부인
심씨와의 사이에 아들 하나를 두었을 뿐, 후궁으로부터도 아

7권 177쪽 #3(175쪽)

들을 얻지 못했다.(웬일인지 후궁을 하나밖에 두지 않았다.)”

: 앞쪽의 황새 사건은 연산 12년 5월의 일이고, 김처선 사건

를 “명종은 인순왕후와의 사이에 아들 하나를 두었을 뿐, 후

은 연산 11년 4월의 일이므로 설명문의 “내관 김처선의 간언

궁에게서도 아들을 얻지 못했다.”로 고침.

도 이즈음의 일이다.”를 “이보다 앞서 간언하는 내관 김처선

9권 160쪽 #5(158쪽)

을 죽인 일도 있었다.”로 고침.

: 덕흥군이 중종의 7남인지 확실하지가 않아서 “~중종의 7

8권 143쪽 #4(141쪽)

남인 덕흥군의 아들들을 주목했다.”는 설명문을 “덕흥군의

: 동궁 작서가 발견된 것이 1527년 2월 26일이었고, 남곤이

아들들을 주목했다.”로 고침.

죽은 날은 3월 10일이므로 설명문의 “남곤이 죽고 며칠이 지

9권 199쪽 #1~2 이하(197쪽)

난 어느 날”을 “남곤이 죽기 며칠 전 어느 날”로 고침.

: 경의검은 장검이 아니라 단검이고, 글귀는 손잡이에 새겨

8권 160쪽 #3, #6(158쪽)

져 있으므로 그림 고침.(#4에서 조식이 긴 칼을 들고 있는 것

: 사헌부, 의정부, 건춘문에는 익명서를 매단 화살이, 종루

은 경의검을 그린 게 아니라 조식의 성격을 표현하기 위한

에는 방이 붙었으므로 #3의 설명문 “~익명서를 매단 화살이

것.)

꽂힌 일이 있었다.”를 “~익명서를 매단 화살이 꽂히고, 방

10권 35쪽 #5(33쪽)

문이 붙여진 일이 있었다.”로 고치고, #의 대사 “종루에 꽂힌
익명서는”은 “종루에 붙여진 익명서는”으로 고침.

: 심의겸이 이조 참의로서 김효원을 반대한 것은 선조 5년
초이므로 “그런데 이준경이 죽고 2년이 지난 선조 7년”이라

8권 164쪽 #4(162쪽)

는 설명문을 “그런데 이준경이 죽기 직전”으로 고침.

: 이항이 죽은 것은 1533년 6월이고, 이행은 1534년 11월이

10권 36쪽 #5(34쪽)

므로 설명문 “이행은 얼마 안 있어 유배지에서 병사했다.”를
“이행은 이듬해 유배지에서 병사했다.”로 고침.

: 김효원이 이조 정랑이 된 것이 선조 7년이므로 “어쨌든 김
효원은 이조 정랑이 되었다.”를 “2년 후 김효원은 결국 이조

9권 39쪽 #3(37쪽)

정랑이 되었다.”로 고침.

: 《실록》에 왕이 베개에 기대어 엎드렸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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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권 163쪽 #7~164쪽 #6(161~162쪽)

자의 지적에 따라 그림을 고침.

: 조선 수군은 충돌전보다 화력전을 주요 전술로 삼았다는

10권 277쪽 #4~278쪽 #8(275~276쪽)

독자의 지적에 따라 그림과 설명문 모두 바꿈.

: 판옥선의 크기, 명량해전 진행상황에 대한 독자의 지적에
따라 그림과 설명문 모두 바꿈.

10권 166쪽 #5~168쪽 #2(164~166)
: 거북선의 형태 묘사 바꿈.

11권 103쪽(101쪽)
: 선조의 가계도에 빠져 있던 “정빈 홍씨-경창군”과 온빈 한

10권 171쪽 #8(169쪽)

씨의 둘째인 경평군 추가.

: 충돌전은 판옥선이 아니라 거북선이 담당했다는 독자의 지
적에 따라 그림과 설명문 바꿈.

11권 172쪽(170쪽)
: 《승정원일기》에 광해군이 죽은 후 곧바로 양주로 운구했

10권 177쪽 #1(175쪽)

다는 기록이 나옴에 따라 “광해군은 1641년 7월 제주도에서

: 2007년 10권의 초판이 나온 이후에 유팽로가 곽재우보다

사망하여 그곳에 묻혔다가 1643년 지금이 묘소로 천장되었

이틀 앞서 의병을 일으켰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최근에는

다.”는 설명문을 “1641년 7월 광해군이 유배지인 제주도에

유팽로보다 먼저 의병을 일으킨 사람이 있다는 주장도 있어

서 사망하자 이곳으로 운구해 대군의 예에 따라 장례를 치렀

서 “~곽재우가 처음으로 가산을 털어 의병을 모집했다.”는

다.”로 고침.

설명문을 “~곽재우가 가산을 털어 의병을 모집했다.”로 고
침.

13권 35쪽 #5(33쪽)
: 귀인 조씨는 자진하라는 명을 받고 죽었으므로 그림과 설

10권 210쪽 #7(208쪽)

명문 고침.

: 김시민은 마지막 날 전투에서 적탄을 맞고 며칠 후 죽었다
고 하므로 상황 묘사와 설명문을 고침.

13권 83쪽 #4~5(81쪽)
: 효종이 송준길에게 초피를 선물한 것은 1658년 2월의 일로

10권 215쪽 #3~4(213쪽)

송시열이 올라오기 전이었으므로 그림과 설명문 고침.

: 이여송이 벽제관에서 고바야카와 다카카게에게 패배한 것
은 소수의 기병만 거느리고 성급하게 달려들었기 때문이라

15권 238쪽(236쪽)

는 독자의 지적에 따라 그림과 설명문 고침.

: 경빈 박씨의 소생인 은전군이 빠져 있어서 고침.

10권 216쪽 #5번, 217쪽 #3(214~215쪽)

16권 174쪽 #3(172쪽)

: 행주산성은 토성(土城)인데 석성(石城)으로 그려졌다는 독

: 이전에 사용한 그림은 1830년 7월 혁명을 기념하는 그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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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162쪽 #2(160쪽)

므로 1789년 프랑스혁명 때 바스티유를 습격하는 그림으로
바꿈.

: 2권 188쪽(184쪽) #6에 나오는 이래와 같은 인물이므로 2권
과 같은 얼굴로 고침.

17권 118쪽 #4~5(116쪽)
4권 62쪽 #7(58쪽)

: 순조가 위무책을 발표한 1812년 2월 이전에 이제초는 이미
관군에게 사로잡혔으므로 두 장면에서 삭제함.

: 세종이 42세 때의 일이므로 머리 색깔을 바꿈.

17권 119쪽 #3(117쪽)

4권 174쪽 #2~3(170쪽)

: 이제초는 이미 체포된 뒤이므로 말을 탄 사람을 홍총각으

: 6권이 이미 출간되어 성종의 캐릭터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로 고침.

성종의 뒷모습을 앞모습으로 바꿈.

18권 150쪽 #1(148쪽)

5권 37쪽 #1(33쪽)

: 몽골이 독립하기 이전이므로 중국에 몽골이 포함된 지도로

: 맨 오른쪽 유성원의 얼굴이 112쪽 #5(108쪽)의 유성원 얼굴

바꿈.

과 달라서 고침.

18권 157쪽 #2(155쪽)
6권 103쪽 #4(99쪽)

: 몽골이 독립하기 이전이므로 중국에 몽골이 포함된 지도로

: 성종이 27세 때의 일이니 얼굴을 나이에 맞게 고침.

바꿈.

6권 149쪽 #4(145쪽)

20권 17쪽 #2~3(15쪽)

: 1472년 4월의 일로 성종이 16세 때이므로 얼굴을 나이에

: 러시아 국기를 영국 국기로 바꿈.

맞게 고침.

2. 얼굴이 수정된 사항

7권 30쪽 #5(28쪽)
: 이때의 대비는 정현왕후인데 정희왕후의 모습이어서 고침.

2권 166쪽 #3(162쪽)
: 19~20권이 출간되면서 흥선대원군의 얼굴 표현이 확정되

7권 59쪽 #3, 60쪽 #1, #5(57~58쪽)

었으므로 이곳의 얼굴도 바꿈.

: 1477년 8월 성종이 21세 때의 일이므로 얼굴을 나이에 맞
게 고침.

3권 131쪽 #4~5 *얼굴
: 이 장면과 132쪽(130쪽) #4는 둘 다 1438년의 일인데, 세종

7권 61쪽 #5, 62쪽 #2, 63쪽 #6, 64쪽 #1, #4~5(59~62쪽)

의 수염 모양이 달라서 고침.

: 1478년 4월 성종이 22세 때의 일이므로 얼굴을 나이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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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권 173쪽 #6(171쪽)

게 고침.

: 1554년 명종이 21세 때이므로 얼굴을 나이에 맞게 고침.

7권 74쪽 #2, #5, 75쪽 #1(72~73쪽)
9권 177쪽 #5(175쪽)

: 1498년 연산군이 23세 때의 일이므로 얼굴을 나이에 맞게
고침.

: 1559년 명종이 26세 때이므로 얼굴을 나이에 맞게 고침.

7권 111쪽 #1(109쪽)

10권 35쪽 #3(33쪽)

: 봉안군 이봉이 23세 때의 일이므로 얼굴을 나이에 맞게 고

: 1572년 7월 선조가 21세 때이므로 얼굴을 나이에 맞게 고

침.

침.

7권 193쪽 #1 이후(191쪽)

10권 38쪽 #5(36쪽)

: 진성대군(중종)의 두 눈 사이에 점을 추가함.

: 1575년 10월 선조가 24세 때이므로 얼굴을 나이에 맞게 고
침.

8권 50쪽 #2(48쪽)
13권 16쪽 #2, #5, 17쪽 #1, #3(14~15쪽)

: 1509년 중종이 22세 때이므로 얼굴을 나이에 맞게 고침.

: 봉림대군이 세자가 된 것은 1645년 27세 때이고, 16쪽(14

8권 51쪽 #5(49쪽)

쪽) #5의 일은 25세 때이므로 얼굴을 나이에 맞게 고침.

: 1510년 중종이 23세 때이므로 얼굴을 나이에 맞게 고침.

13권 40쪽 #3(38쪽)
8권 60쪽 #2(58쪽)

: 봉림대군이 20대일 때이므로 얼굴을 나이에 맞게 고침.

: 1513년 중종이 26세 때이므로 얼굴을 나이에 맞게 고침.

13권 52쪽 #1(50쪽)

8권 200쪽 #5(198쪽)

: 봉림대군이 20대일 때이므로 얼굴을 나이에 맞게 고침.

: 이미 10권이 출간되어 선조의 얼굴이 확정되었으므로 뒷모
습을 앞모습으로 바꿈.

13권 55쪽 #2, #3(53쪽)
: 둘 다 숭선군이 10대 초중반일 때이므로 얼굴을 나이에 맞

9권 83쪽 #4(81쪽)

게 고침.

: 구수담의 얼굴이 22쪽(20쪽) #1, #4와 달라서 고침.

13권 98쪽 #4(96쪽)
9권 123쪽 #4(121쪽)

: 봉림대군이 27세 때이므로 얼굴을 나이에 맞게 고침.

: 명종이 32세 때이므로 얼굴을 나이에 맞게 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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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권 183쪽 #5(181쪽)

: 1755년에 #3의 윤지는 68세, #6의 이하징은 70세이므로 얼

: 이때 도신징은 71세였으므로 얼굴을 나이에 맞게 고침.

굴을 나이에 맞게 고침.

14권 15쪽 #5(13쪽)

15권 202쪽 #4(200쪽)

: 곽세건이 57세 때이므로 얼굴을 나이에 맞게 고침.

: 1776년 정조가 25세 때이므로 얼굴을 나이에 맞게 고침.

14권 80쪽 #4, #5, #8(78쪽)

15권 210쪽 #2(208쪽)

: 1683년 숙종이 23세 때이므로 얼굴을 나이에 맞게 고침.

: 1776년 정조가 25세 때이므로 얼굴을 나이에 맞게 고침.

14권 81쪽 #5(79쪽)

16권 66쪽 #3(64쪽)

: 1684년 숙종이 24세 때이므로 얼굴을 나이에 맞게 고침.

: 17권이 출간되어 순조의 캐릭터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순조
의 뒷모습을 앞모습으로 바꿈.

14권 114쪽 #5(112쪽)
17권 170쪽 #5~171쪽 #3(168~169쪽).

: 1681년 숙종이 21세 때이므로 얼굴을 나이에 맞게 고침.

: 김조순이 39세이던 1803년부터 47세이던 1811년의 일이므

14권 161쪽 #5 이후(159쪽)

로 얼굴을 나이에 맞게 고침.

: 《실록》의 기록에 따라 세자(경종)의 모습을 고침.

17권 171쪽 #4(169쪽)
14권 163쪽 #3(161쪽)

: 순조가 22세 때이므로 얼굴을 나이에 맞게 고침.

: 1716년 연잉군(영조)이 23세 때이므로 얼굴을 나이에 맞게

18권 45쪽 #1(43쪽)

고침.

: 헌종이 20세 때이므로 얼굴을 나이에 맞게 고침.

14권 191쪽 #6(189쪽)
18권 89쪽 #2(87쪽)

: 1691년 3월의 발언으로, 숙종이 31세 때이므로 얼굴을 나이
에 맞게 고침.

: 77쪽(75쪽)의 #1과 같은 시기이므로 명경대비의 얼굴을 나
이에 맞게 고침.

15권 121쪽 #4~5(119쪽)
18권 201쪽 #6, 202쪽 #1, 203쪽 #1(199~201쪽)

: 정사효는 무신년(1728년)에 64세였고, 최필웅이 체포된

: 1863년 신정왕후(효유대비)가 56세 때이므로 얼굴을 나이

1730년에는 66세 때이므로 얼굴을 나이에 맞게 고침.

에 맞게 고침.

15권 123쪽 #3, #6(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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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권 25쪽 #5(23쪽)

1권 96쪽 #2(94쪽)

: 1842년 흥인군이 28세 때이므로 얼굴을 나이에 맞게 고침.

: 채빈 암살 사건의 발생 시기가 1374년 11월이므로 겨울 풍
경으로 바꿈.

19권 45쪽 #5(43쪽)
1권 133쪽 #6(131쪽)

: 1874년 고종이 23세 때이므로 얼굴을 나이에 맞게 고침.

: 이인임을 제거한 때가 1월이므로 얼마 지난 때로 설정해서

19권 92쪽 #6~7(90쪽)

봄 풍경으로 바꿈.

: 남연군묘가 덕산으로 이장된 때가 1845년경으로 흥선군이

1권 158쪽 #4(156쪽)

20대 초중반일 때이므로 얼굴을 나이에 맞게 고침.

: 이 사건은 1389년 11월의 일이므로 겨울 풍경으로 바꿈.

20권 38쪽 #3(36쪽)
1권 159쪽 #9~10(157쪽)

: 199쪽(197쪽) #3의 조병식과 같은 인물인데 눈썹과 코의 모
양이 달라서 고침.

: 이 사건은 1389년 11월의 일이므로 겨울 풍경으로 바꿈.

20권 123쪽 #6(121쪽), 126쪽 #2(124쪽)

1권 175쪽 #6(173쪽)

: 박정양의 얼굴이 다른 곳과 달라서 고침.

: 흥국사 회동은 1389년 11월의 일이므로 겨울 풍경으로 바
꿈.

20권 239쪽 #6(237쪽)
1권 183쪽 #4(181쪽)

: 메이지 천황이 54세 때이므로 얼굴을 나이에 맞게 고침.

: 1392년 9월의 일이므로 가을 풍경으로 바꿈.

20권 306쪽 #2(304쪽)
1권 184쪽 #4(182쪽)

: 메이지 천황이 59세 때이므로 얼굴을 나이에 맞게 고침.

: 1392년 11월의 일이므로 겨울 풍경으로 바꿈.

3. 계절 표현이 수정된 사항

2권 27쪽 #5(23쪽)

1권 24쪽 #3~25쪽 #3(22~23쪽)

: 1393년 1월의 일이므로 겨울 풍경으로 바꿈.

: 이자춘이 공민왕을 찾아간 것이 1355년 12월이므로 겨울
풍경으로 바꿈.

2권 54쪽 #7(50쪽)
: 1389년 11월의 일이므로 겨울 풍경으로 바꿈.

1권 74쪽 #7~75쪽 #3(72~73쪽)
: 성균관 복구가 1376년 12월이므로 겨울 풍경으로 바꿈.

2권 68쪽 #2~3(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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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171쪽 #1(169쪽)

: 1385년 9월의 일이므로 가을 풍경으로 바꿈.

: 1415년 12월의 일이므로 겨울 풍경으로 바꿈.

2권 81쪽 #1(77쪽)
3권 176쪽 #9(174쪽)

: 1393년 12월의 일이므로 겨울 풍경으로 바꿈.

: 1417년 2월의 일이므로 겨울 풍경으로 바꿈.

2권 83쪽 #2(79쪽)
4권 21쪽 #3(17쪽)

: 1393년 12월의 일이므로 겨울 풍경으로 바꿈.

: 1418년 9월 초의 일이므로 가을 풍경으로 바꿈.

2권 90쪽 #(86쪽)
4권 26쪽 #4(22쪽)

: 1395년 9월 말경의 일이므로 가을 풍경으로 바꿈.

: 1418년 12월의 일이므로 겨울 풍경으로 바꿈.

2권 97쪽 #5(93쪽)
4권 62쪽 #3, #6(58쪽)

: 1392년 9월 말경의 일이므로 가을 풍경으로 바꿈.

: 각각 12월과 1월의 일이므로 겨울 풍경으로 바꿈.

2권 120쪽 #1(116쪽)
4권 135쪽 #2(131쪽)

: 1394년 11월 중순의 일이므로 겨울 풍경으로 바꿈.

: 1444년 2월의 일이므로 겨울 풍경으로 바꿈.

2권 140쪽 #3(136쪽)
4권 149쪽 #4(145쪽)

: 1397년 11월 30일의 일이므로 겨울 풍경으로 바꿈.

: 1430년 11월 21일의 일이므로 겨울 풍경으로 바꿈.

3권 41쪽 #5(39쪽)
4권 192쪽 #4(188쪽)

: 1405년 9월 중순의 일이므로 가을 풍경으로 바꿈.

: 1450년에 윤1월이 있긴 했지만 2월의 풍경처럼 보이지

3권 60쪽 #7(58쪽)

는 않아서 바꿈.

: 1404년 10월 하순의 일이므로 가을 풍경으로 바꿈.

4권 193쪽 #5~6(189쪽)
3권 65쪽 #6(63쪽)

: 1443년 2월 2일의 일이므로 겨울 풍경으로 바꿈.

: 1400년 12월의 일이므로 겨울 풍경으로 바꿈.

5권 28쪽 #1, #4(24쪽)
3권 94쪽 #5(92쪽)

: 1451년 9월 하순의 일이므로 가을 풍경으로 바꿈.

: 1409년 9월의 일이므로 가을 풍경으로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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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권 48쪽 #4(44쪽)

10권 82쪽 #4~5(80쪽)

: 1453년 3월 중순의 일이므로 봄 풍경으로 바꿈.

: 1590년 2월의 일이므로 겨울 풍경으로 바꿈.

5권 139쪽 #7(135쪽)

10권 183쪽 #4(181쪽)

: 1458년 2월의 일이므로 겨울 풍경으로 바꿈.

: 7월의 일이므로 여름 풍경으로 바꿈.

5권 140쪽 #6(136쪽)

20권 57쪽 #5(55쪽)

: 1464년 10월의 일이므로 가을 풍경으로 바꿈.

: 1894년 2월의 일이므로 겨울 풍경으로 바꿈.

5권 146쪽 #6, 147쪽 #3~4(142~143쪽)

4. 복색이 수정된 사항

: 1459년 11월의 일이므로 초겨울 풍경으로 바꿈.

1권 26쪽 이후(24쪽 이후)
6권 53쪽 #1~2(49쪽)

: 공민왕의 복색 바뀜.

: 1469년 10월 8일과 10월 13일 사이의 장면이므로 가을
풍경으로 바꿈.

2권 29쪽 #2(25쪽)
: 1400년 7월, 태종이 세자 시절의 일이므로 복색 바꿈.

6권 154쪽 #3, 6#, 155쪽 #3, #5(150~151쪽)
: 1492년 12월의 일이므로 겨울 풍경으로 바꿈.

2권 50쪽 #1이후(46쪽 이후)
: 세자의 복색을 모두 바꿈.

7권 87쪽 #4(85쪽)
: 1499년 1월의 일이므로 겨울 풍경으로 바꿈.

4권 188쪽 #3(184쪽)
: 문종이 세자일 때 일이므로 세자 복색으로 바꿈.

7권 95쪽 #2(93쪽)
: 1502년 10월의 일이므로 가을 풍경으로 바꿈.

6권 52쪽 #3 이후(48쪽)
: 예종은 즉위 이틀 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계속 세조의

8권 143쪽 #5~7, 144쪽 #1, #3(141~142쪽)

상중이었으므로 복색을 모두 흰옷으로 바꿈.

: 1527년 2월의 일이므로 겨울 풍경으로 바꿈.

6권 60쪽 #2 이후(56쪽)
8권 161쪽 #9(159쪽)

: 예종이 죽은 당일로 아직 장례가 시작되기 전이지만,

: 1531년 12월의 일이므로 겨울 풍경으로 바꿈.

당시는 세조의 상중이기도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복
색을 흰옷으로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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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권 25쪽 #1~4(23쪽)

: 1778년 2월 21일의 일이므로 상복으로 바꿈.

: 성종의 상중이므로 흰색 옷으로 바꿈.

16권 101쪽 #1~2, 102쪽 #1~2(99~100쪽)
7권 56쪽 #1(54쪽)

: 1776년 9월의 일이므로 상복으로 고침.

: 이 발언은 1496년 1월의 일이므로 상복으로 바꿈.

17권 23쪽 #3(21쪽)
7권 131쪽 #4, #6(129쪽)

: 정조의 상중이므로 신하들의 옷을 상복으로 고침.

: 이때는 인수대비의 상제 기간이므로 상복으로 바꿈.

17권 149쪽 #4(147쪽)
9권 148쪽 #1~4(146쪽)

: 가순궁의 상중이므로 신하들의 옷을 상복으로 바꿈.

: 문정왕후 상중이므로 상복으로 고침.

17권 161쪽~163쪽 #3(159~161쪽)
13권 95쪽 #4(93쪽)

: 1830년 10월까지의 일이므로 모두 상복으로 바꿈.

: 이때는 현종의 상중이었으므로 상복으로 고침.

17권 172쪽 #1~173쪽 #4(170~171쪽)
13권 135쪽 #6(133쪽)

: 효의왕후의 상중이므로 모두 상복으로 바꿈.

: 1663년 4월의 일이므로 평상시 관복으로 바꿈.

17권 186쪽 #6~187쪽 #5(184~185쪽)
13권 174쪽 #1(172쪽)

: 1801년 4월부터 8월까지의 일이므로 모두 상복으로 바

: 서필원은 이때 형조 판서였으므로 관복 모양 바꿈.

꿈.

14권 93쪽 #4~6(91쪽)

18권 35쪽 #1~3(33쪽)

: 장씨가 궁에 되돌아온 것은 1685년 12월에서 1686년 2

: 1830년 8월 27일의 일로, 효명세자의 상중이므로 모두

월 사이로, 이때는 명성왕후의 상중이기 때문에 상복으

상복으로 바꿈.

로 바꿈.

18권 65쪽 #1(63쪽)
15권 27쪽 #3(25쪽)

: 1850년의 일이므로 상복으로 바꿈.

: 1721년 8월 30일의 일로 아직 세제 책봉식이 있기 전이

18권 89쪽 #1~90쪽 #1(87~88쪽)

며, 영조 나이 28세 때이므로 의복과 얼굴을 고침.

: 1849년 7월의 일이므로 모두 상복으로 바꿈.

16권 66쪽 #1(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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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권 19쪽 #2~4(17쪽)

5. 시의 문장이 수정된 사항

: 1865년 3월의 일이므로 모두 상복으로 바꿈.

1권 108쪽 #4(106쪽)
19권 31쪽 #2(29쪽)

: 한시 문장 고침.

: 1864년 5월의 일이므로 상복으로 바꿈.

2권 30쪽 #1(26쪽)
19권 33쪽 #5~43쪽 #5(31~41쪽)

: 시조 문장 고침.

: 1864년 1월부터 1865년 윤 5월까지의 일들이므로 모두

2권 164쪽 #4(160쪽)

상복으로 바꿈.

: 한시 문장 고침.

19권 49쪽 #5(47쪽)~50쪽 #3(48쪽)
5권 119쪽 #8(115쪽)

: 1865년 3월부터 11월까지의 일이므로 모두 상복으로 바
꿈.

: 한시 문장 고침.

19권 57쪽 #1~61쪽 #3(55~59쪽)

5권 124쪽 #5(120쪽)

: 1865년 4~5월의 일이므로 모두 상복으로 바꿈.

: 한시 문장 고침.

19권 116쪽 #1(114쪽)

5권 130~131쪽(126~127쪽)

: 철종이 승하한 직후이므로 상복으로 바꿈.

: 시조, 한시 문장 고침.

20권 26쪽 #5 이후(24쪽)

6권 136쪽 #4(132쪽)

: 흑단령 실시 이후이므로 신하들의 복장을 모두 바꿈.

: 시조 문장 고침.

20권 109쪽 #7~112쪽 #1(107~110쪽)

7권 89쪽 #1(87쪽)

: 홍종우는 프랑스 유학 시절과 일본 체류 당시에도 늘

: 한시 문장 고침.

한복을 입었다고 하므로 옷차림을 바꿈.

7권 107쪽 #4(105쪽)
20권 180쪽 #5, 181쪽 #1(178~179쪽)

: 한시 문장 고침.

: 1896년 대한제국 출범 이전의 일이므로 홍룡포로 고

7권 145쪽(143쪽)

침.

: 시조 문장 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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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권 171쪽 #2(169쪽)

5권 171쪽 #1~2 이후(167쪽)

: 한시 문장 고침.

: 성종은 1461년 자산군(者山君)에 봉해졌다가 1468년 조선
식 한자인 “잘(乽)” 자를 일부러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봉호

11권 202쪽 #1(200쪽)

를 바꾸었으므로 이후 모든 표기를 “잘산군”으로 바꿈.

: 한시 문장 고침.

6권 68쪽 #1 이후(64쪽)
12권 26쪽 #2(24쪽)

: 시대의 표현에서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배우자인 왕이

: 한시 문장 고침.

살아 있어서 왕후의 신분일 때는 ‘~왕후’로 표기하고, 왕이
죽은 다음 아들이나 손자가 즉위하면서 왕대비가 되었을 때

12권 37쪽 #5(35쪽)

는 ‘~대비’로 표기하되, 각 장이 시작할 때 맨 처음에는 ‘~대

: 상시가 문장 고침.

비(~왕후)’로 병기함으로써 같은 인물임을 주지시키기로 하
면서 설명문의 “대왕대비 정희왕후 윤씨(자성대비)”를 “자성

12권 149쪽 #6(147쪽)

대비(정희왕후) 윤씨”로 고침.

: 한시 문장 고침.

6권 138쪽 #7(134쪽)
12권 150쪽 #1~2(148쪽)

: 이때 안순왕후는 대비의 신분이었으므로 설명문의 “안순

: 한시 문장 고침.

왕후도”를 “인혜대비도”로 고침.

13권 129쪽 #1(127)

11권 126쪽 #2(124쪽)

: 시조 문장 고침.

: 설명문의 “인목대비”를 “소성대비(인목왕후)”로 고침.

20권 100쪽 #3(98쪽)
: 한시 문장 고침.

6. 이름 표기가 수정된 사항
1권 118쪽 #3이후(116쪽 이후)
: 퉁두란이 고려로 귀화하고 “이”라는 성을 하사받은 때가
1371년(공민왕 20)이어서 대화 속에 그 내용을 첨가하고, 이
후 “이지란”으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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