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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소설연재 영산강의 꿈-정찬주 장편역사소설

위승환  작성일2020-09-08 10:13:07

왕실 종친임에도 유세부리지 않고 겸손하면서도 엄정하고 일관된 목사 이경록이 

드디어 양민들의 칭송과 토호들의 협조를 얻기 시작해 안도했다. 

"군창의 곡식은 무기보다 중하다. 군사들이 배고프면 싸울 수 없다"면서 

도둑을 효수하는 대목에서는 지나친 처사가 아닐까 싶었다. 

김천일과 동문이자 동생 같은 후배 황진 동복현감. 

"장차 큰 난리가 날 것 같은디 나라에 은혜를 입은 지가 주색을 가까이 하면 되겠는가" 

통신사를 따라 왜국에 건너가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보고 온 뒤 좋아하던 술조차 마시지 않고 

서둘러 일어나 임지로 향하는 그의 태도가 믿음직 하였다.

이종만  작성일2020-09-06 11:51:52

일재 이항선생의 제자인 김천일과 황진이 오랜만에 만나 정담을 나눴지만 

많은 시간을 통신사에 대한 왜왕의 무례와 왜군의 침략을 걱정하면서 보내고, 

특히, 통신사로 다녀온 황진은 왜군 침략을 예견하고 "장차 큰 난리가 날거 같으디 

나라에 은혜를 입은 지가 주색을 가찹게 해서야 되것습니까?"라고 하면서 

오랜만에 만난 김천일과도 술도 안마시고 왜적과 싸울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음을 느낀다. 

그리고 오죽허믄,으쨌을까,포도시,뜬금�이 등~ 사투리가 너무 구수하네요. 잘 읽었습니다.

작성일2020-09-05 12:15:18

“눈구녁이 쥐눈맨치로 쪼깐헌디 광채가 번뜩이는 것으로 보아 

담력과 지략은 엥간헌 것 같습디다.” 

참말로 사투리가 옹골차고 구수해 불구만요이

김두환  작성일2020-09-04 17:58:09

같은 사안을 보고서도 

보는 방향에 따라서 자신의 해석을 달리했다는 것이 아쉽다 

둘이 갔는데 자신이 속한 정파의 이익에 따라 

한쪽은 침입가능성에 또다른 한쪽은 가능성 없다고 했다 

몇년전에 본 

어느 영화속에서 어린 아이의 대사가 생각난다 

뭐가 중한디!!! 

살면서 가끔씩은 피상에 얽메이다가 본질을 놓쳐버린 경우가 있는것 같다 

현실을 사는 우리는 다신 그런 경우가 없었으면~~~~

박명숙  작성일2020-09-03 21:06:43

댓글은 실명인증후 작성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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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부임해온 이경록 목사의 

서슬이 시퍼런 훈련이 

긴장감을 돌게 하네요. 

기강이 잘 잡힌 조직이 연상되어 

마음이 놓입니다. 

그런데 군창공식을 훔친 도둑을 

효수형에 처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반성할 기회를 주는 것이 

합리적이 아닐까, 

변호사도 없는 상황에서 

죄인은 그저 재판관의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목숨이 좌지우지 된다는게 

안타깝네요. 

군창의 곡식이 한사람의 목숨과 같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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