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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설연재 영산강의 꿈-정찬주 장편역사소설

김남전  작성일2020-09-23 22:05:59

천일 선생은 외가에서 태어나 외조부모의 사랑속에 성장했고, 외숙인 양성이씨 이광익 님도 천일 선생을 친자식 처럼 

돌보아 주셨다고 합니다. 재야 선비들을 소개해주며 학문활동을 하기위해 극념당을 짓게되는 것과 의병을 창의할 수 

있도록 군량미를 후원해주는 이광익 선생님의 충절이 있기에 그당시 400석이란 거대한 군량미를 후원해 주셨기에 

오늘날 의병역사에 숭모의 한 사람으로 추앙받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심혈을 기울여 본 소설을 연재 해주신 

정찬주 작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남전  작성일2020-09-17 15:15:38

전쟁터의 한 장면을 보는것 처럼 실감있게 읽었습니다 전쟁당시 추한모습과 여러가지 질병의 모습으로 겁탈을 피하는 옛 어르신들의 지혜와 매복작전과 웅덩이를 파 인분을 넣고 나무잎으로 위

장을 하는 모습에서 현대의 장비도 아닌 사람의 힘으로 위장을 했을때 얼마나 많은 고통과 인력으로 대항을 해 가며 지켜왔기에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함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애국심에 대

한 현대 젊은이들에 귀감이되는 장면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찬주 작가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만  작성일2020-09-17 13:55:43

우리나라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속에 외세로 부터 침략을 받은 것이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비롯한 크고 작은 침략이 931회 라고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국가가 힘이 없으면 침략을 당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정찬주 작가님께서 연재중에 있는 "영산강의 꿈"의 역사소설 내용중 

문열공 건재 김천일 선생이 극념당에서 아들 둘과 함께 검술훈련을 하는 

모습은 국난극복을 위한 유비무환 정신으로 현재 평화롭게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귀감이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찬주 작가님의 "영산강의 꿈" 역사소설을 통하여 많은 국민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국가의 안보를 다시금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정찬주 작가님 감사합니다.

김천국  작성일2020-09-02 10:31:59

빌보드의 벽, 한국인으로는 넘사벽으로 여겼던 

그벽, 빌보드싱글부문1위를 한국의BTS가 차지했다 

K팝의 새역사를 썼으며 전세계. 팝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이경록목사가 부임하여 성벽보수를 마친다음 

금성산 정상에 망루를 세우고 장졸들을 주둔시켜 

왜구의 침입을 막고 도둑을 검문하였으며, 

붙잡힌 도둑은 인정사정없이 처단하였다 

무기고의 무기없이는 싸울 수 있어도 도둑질로 양곡창고가 빈다며 먹지못해 

배고픔으로는 싸울 수 없는것이다 

통신사일행이 왜국을 다녀와 왜구의 침입은 기정사실화된 일임에도 당파싸움때움에 각자 다른 견해를 이야기한다 

김성일은 왜구침입기미가 없다고하고 황윤길은 반드시 왜구의 침입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BTS가 빌보드1위를 할 수 있었더 원인은 원팀정신이라고 언론은 이야기한다 

얘나 지금이나 정치나 사회나 중요한 것은 원팀정신. 하나된 마음이 중요하다 

특히 경각을 다투는 위중한 시기에는더더욱 중하다 

코로나 정국에 위�중증환자,응급실을 찾는 환자를 내팽개치고 집단행동을하는 의사들에게서 

아직 그들에게 뭣히 중헌지 아직 모르겠고 

그리스도의 정신과 민초들의 건강사이에서 

815집회는 꼭필요했는지도 아직 모르겠다

댓글은 실명인증후 작성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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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기  작성일2020-09-01 21:58:29

너무나도 좋은 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내용의 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의병장인 김천일 선생을 알게되어서 뿌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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