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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설연재 영산강의 꿈-정찬주 장편역사소설

이종만  작성일2020-10-03 01:34:51

김천일과 큰아들 김상건은 왜적들에게 부산진성,다대진성,동래성을 

내어주고 말았다는 비보를 듣고 눈앞이 캄캄했다. 하지만 김천일은 평소 

왜적들의 침략을 예견하고 꾸준히 검술훈련을 하고 있었으며, 

양씨부인 또한 이때를 대비하여 곡식을 쬐끔씩 모으는 등 머잖아 왜적과 

한판 결사항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낀다. 멋진 승리를 기대해 본다.

"천지신명이여, 왜적들을 바다 밖으로 쓸어주소서! 천지신명이시여."

위승환  작성일2020-09-25 12:21:50

전력의 열세에도 결사항전하는 조선의 장수와 군사들. 

나라의 은혜를 갚는데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 그들의 충정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 

"배가 고프다믄 무신 재주로 싸우겄는게라우." 

왜적의 침략에 대비해 빈 창고에 양곡을 모았다는 양씨부인의 지략 또한 대단하다. 

궁한 살림에도 날마다 절식해 모았을 그 인내가 예삿일이 아니다. 

김천일과 함께 목숨을 바치겠노라 맹세한 양산숙, 그는 기묘명현 양팽손의 손자이다. 

훗날 이순신의 재기를 도운 양산항과 종형제간이니 대대로 충신이자 의기로 가득한 명문가의 후손이다. 

우리 고장의 자랑스런 한 가문을 다 생각케 한다.

박명숙  작성일2020-09-22 20:15:42

김천일이 검술훈련, 습사하는 것을 보고 

왜란을 짐작하여 

양식을 모아 두었다는 

양씨부인의 지혜가 

놀랍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모 양산숙을 천거하고 

기동력도 있어서 

즉시 일을 성사시키는 모습 또한 

믿음직스럽습니다. 

누구보다 든든한 동지애를 

느낍니다.

조영을  작성일2020-09-22 18:28:20

몸을 일으킴 

김천일이 양산숙을 부장으로 삼아 창의하였다. 

양산숙은 성혼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동서 분당 때 

서인으로 이이, 성혼을 지지하며 동인 이산해, 유성룡을 배격하였다. 

양산숙의 조부는 기묘사화 때 화순 능주로 귀양와 

사약을 받고 죽은 개혁의 화신 조광조의 시신을 수습한 학포 양팽손이다. 

유교를 근본으로 한 왕도정치를 주장한 조광조는 비록 37살에죽었지만 

그를 숭앙했던 사림들이 선조 때에 이르러 중앙 정계를 

장악하여 사림 천하가 되었다. 

댓글은 실명인증후 작성하실수 있습니다.
댓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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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인재들이 차고 넘쳤으나 이후 파당을 이루어 

서로 정권을 장악하고자 이전투구 하여 

임진왜란이라는 백척간두의 환란을 만났으니 

참으로 역사의 아이러니라 아니 할 수 없다. 

김천일과 고경명이 창의하여 수많은 의병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서인을 중심으로 한 호남의 인맥들이 탄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거기에 두 사람의 인품과 학식이 뛰어났음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갑옷을 입을 수 없을 정도로 허약한 몸을 이끌고 

자식들과 더불어 창의하는 김천일이야말로 참선비라 하겠다. 

동래부사 송상현이 임진왜란 초기에 순절하였는데 

전임자가 정3품 통정대부 겸 동래부사 고경명이었다. 

서인이었던 고경명은 1591년 건저 문제로 정철이 

탄핵당한 것과 엮이어 파직되어 낙향하였다. 

1592년 4월 15일에 송상현이 순절하였고 

고경명은 그해 7월 10일 아들 고인후 등과 순절하였으니 

두 충신의 죽음이 우연이 아닌 것 같다. 

����� 임금 사랑하기를 어버이 사랑하듯 하였고 

����� 나라 걱정하기를 내 집 걱정하듯 하였네 

����� 밝은 해가 이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으니 

����� 내 충성된 마음을 환히 비추리라 

-�� ��� 절명시

이남섭  작성일2020-09-19 07:12:02

10회 천지신명이시여 읽으면서 건재 김천일 의병장의 인품을 생각하게 됩니다." 경서의 스승의 쉽지만 

인생에 대한 스승은 더 어렵다는 말씀" 전쟁을 예감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였던 행동하는 지식인을 통해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 봅니다. 집단 이기주의 시대 꼭 배워야 할 교훈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천겁의 시간이 흘렀어도 옛일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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