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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설연재 영산강의 꿈-정찬주 장편역사소설

이창열  작성일2020-09-18 14:14:32

<조선의 �을 넘을지라도 절대로 조선 사람의 �과 ��은 넘지 못할 것이다>라는 윤흥신 장수의 포효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다. 

���, ���를 외친 이순신 장군의 그 심정과 무엇이 다르랴. 

죽음을 눈 앞에 둔 상태에서도 아내와 자식에 대한 사랑, 은혜를 입은 인물에 대한 의리, 그리고 임금을 향한 충심이 절절하다. 

역사를 알아 가는 것이 이런 인물 한 분 한 분의 숭고한 가치를 발견해 가는 것이다. 

중과부적의 형세임에도 굽히지 않고 상대의 허를 노리고 승전을 이룬 대목을 통쾌하게 감상하였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조영을  작성일2020-09-17 12:27:06

�� 

고군분투하여 임진왜란 첫 승리를 거둔 다대진첨절제사 윤흥신을 보니 

여러 가지로 느끼는 바가 많다. 

중종의 제1계비 장경왕후의 조카이고 

천하를 쥐락펴락했던 대윤 윤임의 아들이다. 

하지만 을사사화 때 역적으로 몰려 멸문지화의 위기에서 

겨우 목숨만 부지하였으나 임진왜란 다대진첨절제사로써 동생 윤흥제와 

민관군을 독려하여 힘껏 싸우다 순절함으로써 집안의 명예를 일으켜 

세웠으니 백절불굴의 정신이 놀랍다 아니 할 수 없다. 

나는 가끔 세계지도를 볼 때 엉뚱한 상상을 하곤 한다. 

호주(오스레일리아)가 우리 땅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생각. 

중국의 정화는 영락제의 명을 받아 1405년부터 1430년까지 

(조선 태종과 세종 집권기) 일곱 차례에 걸쳐 

18만 5,000km에 달하는 대원정을 하였다. 

동아프리카는 물론 아메리카를 콜롬부스 보다 먼저 도달했다는 설과 

함대 일부가 오스트레일리아에 도달했다는 설도 있다. 

1768년 제임스 쿡은 엔데버 호를 인솔하여 뉴질랜드를 거쳐 

호주 동해안을 탐험하여 영국 영토로 선언하고 1771년 귀국하였다. 

1788년 1월 31일 죄수 736명과 하급관리들을 태운 배 13척이 

영국으로부터 호주에 도착하였다. 

프랑스 혁명 1년 전이고 중국은 청 건륭제 때이다. 

우리 나라로는 조선 정조 12년 이고 1789년에는 당대의 인재 

다산 정약용이 식년문과 갑과에 급제하였다. 

그리하여 1789년에는 한강에 배다리(��)를 준공시키고 

1793년에는 성화주략을 지침서로 수원성을 설계하였고, 

축성 시에는 거중기, 녹로 등 신기재를 특수하게 고안 사용하고 

동서양 축성술을 집약하여 완성하였다. 

개혁 군주 정조의 정치력과 와 천재적 인물 정약용의 기술력이 

합쳐져 호주를 개척하였으면 하는 능히 상상해봄직한. 

위인들의 생애는 우리를 깨우치느니 

우리도 숭고한 삶을 살 수 있다 

떠날 때에 남겨두고 가는 

시간의 모래 위에 찍힌 발자국들 

그 발자국들은 아마도 또다시 

인생의 장엄한 바다를 항해하다가 

댓글은 실명인증후 작성하실수 있습니다.
댓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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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장엄한 바다를 항해하다가 

외로이 좌초된 형제들에게 

길이 되어 용기를 심어 줄 것이다 

-A Psalm of Life (인생찬가) 

Henry wadsworth Longfellow(1807~1882)

위승환  작성일2020-09-15 12:27:16

부산진성이 무너지고 

첨사 정발의 순절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대포첨사 윤흥신은 

수륙 선제공격을 감행하기로 결심한다. 

위험하지만 지리에 밝다는 장점을 살려 

매복과 화공을 병행한 작전으로 이룬 첫 승전이었다. 

부산진 성에서 희생된 장졸들의 복수를 한 것 같아 통쾌하였다. 

32년 관노라는 파란만장하고 기구한 삶을 살았던 

다대진첨사 윤흥신의 충성으로 세운 결기가 장하다.

김천국  작성일2020-09-14 19:59:34

8번째이야기 

첫승전, 

윤흥신첨사,다대진을 지키기 위해 

육전에서는 매복전술로 해전은 선제화공으로 

왜군공격조의 허리를 오합지졸로 만들어 버리고 

왜선들을 한꺼번에 불살라버리겠다는 수륙작전, 

나이든 권관부터 장졸들까지 부산진성의 패배를 죽음으로 앙갚음하겠다는 의지로 전투가 시작도고, 

결국 굴강의 바다가 왜군의 피로 붉게 물들었다 

부산진성 전투에서 죽은 장졸들의 복수를 해내고 

일일이 군관들과 포옹하는 윤흥신의 늠름한 어깨가 넓고 듬직하게 보인다 

8편 잘읽었습니다

박명숙  작성일2020-09-13 20:36:04

을사사화로 집안이 풍비박산되고 

32년동안이나 관노살이를 했던 

파란만장한 윤흥신의 삶이 기구합니다. 

다행히 늦게라도 복권되어 다대포 첨사로 

목숨을 걸고 일전을 하는 모습에서 

그의 굳은 결기가 느껴집니다. 

왜군이 해전에만 강할거라고 

생각하는 경상좌수사 박홍과 첨사들, 

적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이 

짐작으로만 작전을 세우고 전쟁을 하다니 

나라가 위태로운 지경인데, 

너무 안이한 당시 장수들의 태도가 

안타깝습니다.

COPYRIGHT � NAJU-SI.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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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naju.go.kr/tour/novel_series/dream?cpage=2&idx=63185&mode=view



	목차
	영산강의 꿈-정찬주 장편역사소설
	(8) 첫 승전
	첨부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