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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설연재 영산강의 꿈-정찬주 장편역사소설

이종만  작성일2020-10-02 23:45:25

동래부사로 부임한 송상현은 동래성을 사수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였으나

조총과 병사의 숫적 열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순절하였지만

그의 부하를 사랑하는 마음과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심,임금에 대한 충성심은

심금을 울리게 한다. 

특히 동래성에서 미리 죽음을 예감하고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가 애달프다.

"고립된 성을 적이 달무리같이 에워싸니

큰 진에서 구원을 오지 못하고

임금과 신하 간의 의리가 중하나니

자식으로서 부모은혜는 가볍게 했나이다."

위승환  작성일2020-09-25 11:50:46

중과부적에도 담대하게 대처하는 다대진성 윤흥신 첨사와 

문인이었지만 무인 못지않은 전략가 송상현 동래성주와 군사들이 장하다. 

전력이 약한 탓에 작은 성을 의지하고 방패삼아 싸울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마름쇠를 깔고 목책을 세우고 나뭇단을 쌓는 것이 최선이었다니 안타깝다. 

밤새 바다안개의 축축한 한기에 젖어 떨면서도 

다대진성이나 부산진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기가 비장하다.

박명숙  작성일2020-09-18 21:20:23

왜적 삼 만명과 우리군 삼 천명 

십대일의 싸움에다 

병사 이각은 소산역으로 

가겠다고 핑계대고 도망가고 

좌수사 박홍은 수군을 데리고 

피해버린 상황, 

송상현의 절망적인 

심정을 공감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다 

동래성에서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이 

비장합니다. 

동래성을 포기하지 않은 

그의 마지막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 합니다.

이창열  작성일2020-09-18 15:19:53

가슴이 답답하다. 

글이라서 읽지만 그 때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무슨 대응이 가능했겠는가? 

결국 부끄럽지 않는 죽음이 최선일 수밖에. . . 

힘으로는 약했지만 그 정신은 결코 지지 않았다. 

그 정신에 의지하여 읽어 가야 겠다. 

댓글은 실명인증후 작성하실수 있습니다.
댓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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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조영을  작성일2020-09-17 16:00:09

꿈 

외부에 나갔다 오느라 못 본 7,8,9 편을 단숨에 읽고 

3편의 댓글을 한꺼번에 달아본다. 

동래부사 송상현의 지휘아래 용감하게 항전하다 순절한 

동래성 민,관,군,승의 의기 앞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송상현 부사가 아버지 송복흥에게 남긴 시를 보니 

나라의 신하로써 효를 다하지 못하는 마음이 절절하여 

불효막심한 나는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에 눈물이 흐른다. 

더러운 삶보다 의연한 죽음을 택함으로써 적조차 감복케 한 

부사의 충성심에 나와 같은 범인은 그저 부끄러울 다름이다. 

죽음조차 함께 한 윤흥신, 윤흥제의 충과 우애에도 

다시 한 번 나를 되돌아보게 한다. 

정여립은 전라도 진안의 죽도에 서실을 차리고 

사람들을 규합하여 대동계를 만들었다. 

대동계는 신분고하를 막론한 모임이었고 

뛰어난 학식과 통솔력, 활솜씨를 겸비하여 추종하는 무리가 많았으며 

특히 전라도와 경상도 일대에서 명망이 높았다. 

1587년에는 대동계원을 이끌고 손죽도에 쳐들어 온 왜구를 격파하기도 했다. 

1589년 2월 이순신은 이광의 추천으로 전라도 감사 휘하 

조방장에 임명되어 정여립에 관해 듣고 서로 의기투합하였다. 

기축년 겨울 드디어 하사비군론의 기치를 내걸고 

한강이 얼기를 기다려 한양으로 진격하여 

단숨에 선조와 당파싸움에 빠져 무능한 무리들을 척결하고 

천하공물설에 기반하여 서양보다 훨씬 앞선 공화국 개념의 

대한이라는 나라를 세웠다. 

그리하여 북으로는 정문부로 하여금 명,청 교체기의 혼란한 틈을 타 

여진족을 몰아내고 발해의 옛 땅을 회복하였다. 

남으로는 송상현을 삼도수군통제사로 임명하여 정발, 윤흥신과 함께 

쓰시마를 거쳐 큐슈 지방을 정벌하였다. 

이순신은 거북선을 제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함선을 만들어 

명나라 영락제 때의 정화의 대원정을 참고하여 탐험에 나서 

지금의 오스트레일리아를 개척하여 호주 이씨의 선조가 되었다. 

너무나 벅찬 상상을 하다 다시 임진왜란의 현실로 돌아오니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 

코로나라는 21세기의 페스트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얼빠진 위정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매한가지지이다. 

세상이 뒤집어지려는 징조가 아닐까? 

그런 와중에도 ‘기생충’의 봉준호가 아카데미상을 수상하여 서구중심의 

영화계를 뒤흔들었으며, 소위 기성세대 눈에 싸가지 없는 젊은 놈들인 

BTS는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로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하여 

전 세계를 폭발시켰다. 너무나도 자랑스럽다. 

Cos ah ah I'm in the stars tonight 

오늘 밤 난 별들 속에 있으니 

So watch me bring the night alight 

내 안의 불꽃들로 이 밤을 찬란히 밝히는 걸 지켜 봐 

I'm diamond you know I glow up 

난 다이아몬드 빛나는 거 알잖아 

Hey, so let's go 

자, 이제 가자 

Light it up like dynamite 

환하게 불을 밝힐거야 다이아몬드처럼 

Dynamite-B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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