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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설연재 영산강의 꿈-정찬주 장편역사소설

조영을  작성일2020-09-08 18:04:08

전국시대와 당쟁 

어릴 때 삼국지를 보기 시작하면 시간가는 줄 몰랐다. 조금 커서는 야마오카 소하치의 대망(원제 도쿠가와 이에야스)을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등장인물의 이름을 적어가면서 날이 새도록 읽었던

기억이 난다. 

1573년 손자병법의 풍림화산을 도입한 가이의 호랑이 다케다 신겐이 노부나가와 이에야스 연합군과의 전투 중 병사하였다. 다케다 신겐의 죽음의 원인이 조총 피격에 의한 부상이었다. 

1582년 오다 노부나가가 한때 총애했던 아케치 미쓰히데의 배신으로 혼노지에서 죽었다. 

1587년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반대세력을 모두 굴복시키고 일본을 통일함으로써 모모야마 시대를 열었다. 그야말로 살기위해 몸부림치는 약육강식의 격랑의 시대였던 것이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의 선봉장 중이 한명인 아우구스티노라는 세례명을 받은 고니시 유키나가를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와 박해가 본격화 된 게 1791년 윤지충과

권상연이 처형된 신해박해이다. 그 뒤로 신유, 기해, 병인박해 등이 이어졌다. 

일본은 전국시대를 거치며 살아 남기위해 실용으로 무장하여 조총을 받아들이고 상업을 권장하였으며 기독교 신자인 고니시 유키나가를 조선 침략의 선봉으로 삼았다. 조선은 건국 이후 중국 명

나라에 조공을 바치며 오로지 정권을 잡기 위해 성리학적 이념을 바탕으로 당파싸움에만 몰두하였으니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조회나 하례 때 근정전 품계석 정1품 동인이 방귀를 끼면 그 뒤에 앉

은 종1품 서인은 “저놈의 영감탱이를 어떤 수를 써서라도 끌어내리라” 이를 갈았으리라. 수신사로 파견된 유학자들은 히데요시의 얼굴이 쥐새끼 같다느니 하며 외모로 일본의 통치자를 평가하

는 어리석음의 극치를 보여준다. 

7년의 비극적인 전쟁이 터졌다. 

부산진첨절제사인 충장공 정발 장군의 효심에 감읍하지 않을 수 없다. 첩 애향의 의기 또한 고고하기 그지없다.

위승환  작성일2020-09-08 10:42:30

왜군이 침입해 올 것이라는 황진의 예측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다. 

고니시의 대장선을 선봉으로 칠백여 척 왜선들이 침략을 해 온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남해에는 비밀리에 건조한 거북선을 

여수 앞바다에 띄운 채 기다리고 있는 이순신이 있어 믿음직 하다. 

부산진 첨사 정발은 부임하자마자 전운을 실감한다. 

성을 보수하고 전력과 무기를 점고하는 등 방비에 진력해 왔지만 중과부적일 듯하다. 

맨처음 왜적의 침입을 발견하고 서둘러 전령들을 보내 긴박함을 알리게 한다. 

"충과 효를 함께 다할 수 없으니 불효자식을 걱정하지 말라"는 자식에게 

"가거라. 네가 가서 충신이 된다면 나 또한 여한이 있겠느냐." 

정발의 홀머니 당부가 가슴을 때린다. 

그 아들에 그 어머니다. 아마도 충신은 어머니가 만드는 것 아닐까.

박명숙  작성일2020-09-06 22:29:07

갑자기 나타난 왜군 칠백여척, 

막연하게 예견하기는 했지만 

전쟁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없었던 

부산진첨사 정발의 

긴장하고 당황하는 모습이 보이는 듯 합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죽을각오로 

최선을 다하고는 있으나 

평소 조금씩이라도 대비를 했더라면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댓글은 실명인증후 작성하실수 있습니다.
댓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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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종만  작성일2020-09-06 16:11:46

“소자가 벼슬길에 오른 것은 오로지 어머님을 기쁘게 봉양코자 

함이었으나, 이미 임금님의 신하가 되었으니 또한 마땅히 나라 

일을 위해 죽어야 할 것입니다. 충과 효를 함께 다할 수 없으니 

어머님께서는 불효자식의 일을 걱정하시지 마옵소서.” 

왜적과 일전을 앞두고 부산진 첨사 정발의 고뇌를 알 수 있다. 

충과 효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은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 

효를 행할 수 없음을 의미하여 애절한 느낌이 든다. 

그래서 아들 정흔에게 홀어머니와 부인 임씨를 봉양하도록 

보내는 심정을 이해할 것 같다.

작성일2020-09-05 12:10:21

[거뭇거뭇한 왜선들은 마치 피 냄새를 맡은 상어 떼처럼 공격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예나 지금이나 왜놈들은 호시탐탐 우리의 목을 노리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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