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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소설연재 영산강의 꿈-정찬주 장편역사소설

조영을  작성일2020-09-02 21: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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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년 10월 14일 사막의 여우, 독일 민족의 영웅 에르빈 롬멜이 히틀러 암살 기도 계획 공모 혐의를 받고 자살하였다. 공식 사인은 서부전선에서 근무 중 입은 부상 악화에 따른 심장 마비로 처리

되었다. 1945년 4월 30일 아돌프 히틀러가 베를린 지하 벙커에서 애인 에바 브라운과 결혼식을 올리고 다음날 베를린이 함락되기 직전에 자살하였다. 

해하의 결전에 이르기까지 유방의 군사를 지휘하여 �, �, � 등을 격파하였던 ��이 BC 196년 반란을 공모했다고 모함 받은 후 참살되었다. 

1598년(선조 31년) 11월 19일 이순신이 노량 앞바다에서 적의 유탄에 맞아 전사하였다. 이 노량 해전을 마지막으로 7년간 계속되었던 조선과 일본의 전쟁은 끝났다. 

조선의 왕 27명 중에서 재임했던 기간 순위를 보면 영조 51년, 숙종 45년, 고종 43년, 선조 40년, 중종 38년, 순조 34년, 세종 31년, 성종 25년, 정조 24년, 태종 17년 등이다. 세종의 치적은 태종

의 피바람 위에 영조의 업적은 숙종의 견고한 아성위에서 정조의 업적 또한 사도세자의 죽음 등 영조의 피맺힌 고투를 바탕으로 하였다. 

고종은 아버지 대원군에 의해 왕위에 올라 19세기말 일본,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이씨 왕조 하나 지켜내기에도 역량이 부족한 인물이었다. 

선조는 전란기와 평시의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는 인물이다. 선조 대에는 중종 이후 훈구파를 몰아내고 대거 사림파들이 등장함으로써 인재들이 넘쳐났던 시기이기도 하다. 선조는 임진왜란 전후

에는 제법 인재를 등용하고 정치를 잘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임진왜란이라는 국난을 당하여는 백성과 조선이란 나라의 안위보다는 개인의 안일만을 추구함으로써 암군의 불명예를 안았으니 자

업자득이라 하겠다. 거기에 불멸의 영웅 이순신을 끊임없이 견제하고 시기함으로써 그 과가 더 커졌다 할 수 있겠다. 

과연 이순신이 일본군의 흉탄에 쓰러졌을까? 위장된 죽음이 아닐까? 

말 업슨 ��이오 태 업슨 ���로다 

갑 업슨 ��이오 님자 업슨 ��이라 

이 �에 � 업슨 이 몸이 �� 업시 늙으리라 

-�� ��

정세훈  작성일2020-09-01 00:17:01

정철은 세자를 책봉하는 건저 문제를 건의하기로 영의정 이산해, 우의정 유성룡 

등과 합의한다. 

하지만 동인의 영수 이산해는 정여립 모반 사건 때 당한 복수를 위해 이를 이용하기로 

마음먹는다. 

이산해와 유성룡의 속을 꾀뚫지 못한 정철은 

선조에게 광해군을 세자 책봉할 것을 건의 하지만 

노한 선조는 정철의 관직을 박탈하고 만다. 

이를 계기로 서인들이 외직으로 쫓겨나고 

동인들이 득세하게 된다. 

김천일은 비록 정철이 유배를 가더라도 

견디기만 한다면 

후에 복권돼리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우계 성혼에게 정철을 부탁하고자 붓을 드는데...

이종만  작성일2020-08-30 23:36:25

<명심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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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는 고요하고자 하지만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효도하고자 하지만 

댓글은 실명인증후 작성하실수 있습니다.
댓글등록

영산강의 꿈-정찬주 장편역사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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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은 효도하고자 하지만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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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은 복록 없는 사람을 

내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기르지 않는다. 

항상 되새겨야할 내용인것 같습니다.

박명숙  작성일2020-08-27 21:35:10

당파싸움이 치열했던 선조대,

정철도 희생양이 되었네요.

옳고 그름 상관없이 

주장이 서로 다르거나, 

자기 이익에 반하면,

무조건 실각시키고 보는

무서운 조직입니다.

그러나 실각한 사람은

세옹지마로 희망을 가졌겠지요.

두꺼비,

징그럽고 염치없어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김천일장군이 일편단심 집을 지켜주고

늘 의연하다고 하니 다시 보입니다.

김두환  작성일2020-08-27 16:46:50

인심은 아칙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니

시상 일에 너무 개의치 말그라~~~

다만 자기가 허는 일이 진실허다믄

하늘도 알고 땅도 알아주는 벱이다.”

자연도 아침저녁으로 한달두달로 사시사철로 시간에 따라 변하듯이 

민심역시 수시로 변한것이 너무 당연할듯 합니다 

이세상에는 영원한것은 결코 없을것 같습니다

순리에 어긋나지 않으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것이 

우리의 참다운 모습일듯 합니다 

(http://www.na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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