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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설연재 영산강의 꿈-정찬주 장편역사소설

박명숙  작성일2020-11-11 17:39:53

조선시대에도 탈세를 하는 수법은 

요즘이나 대동소이 합니다. 

관리들과 결탁해서 장부를 속이고, 

결국 힘없는 백성들만 

점점 더 궁핍한 삶으로 이어졌네요. 

삶이 지옥이었을 그들을 생각하니 

암담합니다. 

매력만점 막둥이가 등장했어요. 

의리있는 센스쟁이 막둥이 

무슨 일을 맡겨도 민첩하게 잘 할 것 같아 

막둥이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지세를 잘 아는 지관 김말수의 

의병지원은 큰 힘이 될 듯 싶고 

용주사 스님들의 지원도 큰 용기가 

되었을 듯 합니다.

김남전  작성일2020-10-30 11:52:41

출병한지 20일만에 수원 독성산에 도착하였다 한 여름 더위속에 20여일 진군하다보니 더위에 지친 의병들의 험난한 

모습이 한 눈에 보이는 듯 합니다. 

특히 김천일이 수원부사로 부임하여 양민들에게 가짜 장부를 만들어 백지징세하는 색리들을 척결하고 부세 균일의 

원칙에 따라 탈세한 세금을 거둬들이게 되는데 이에 대한 토호세력들의 반항과 중상모략으로 파직당하고 말았지만, 

이곳 양민들과 승려들은 김천일의 재임시절에 베풀어 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스스로 자원해서 입영하는 것만 보아도 

김천일의 훌륭한 인품으로 갖추어진 의병장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과거 52세 때 부임하여 지난일들을 회상하고 있을 때 이광익의 말구종이었던 막동이로부터 형님처럼 따랐던 

외숙 이광익이 공주까지 오셨다가 운명을 달리하셨다는 비보를 들은 김천일은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에 잠겼다. 

그러나 외숙의 비보를 뒤로하고 독성산까지 오느라 지친 의병군들의 휴식과 격려로 적재적소 임무를 점검하며 

왜적들이 하산하는 소식에 다음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는 모습이 든든하게만 느껴집니다.

위승환  작성일2020-10-24 14:10:26

일 리를 가더라도 임금님 가까운 데서 죽겠다고 나섰던 외숙 이광익의 충의에 비통해 눈물짓는 김천일. 

창을 잡고 싸우겠다고 나서는 막둥이의 전의에 

참봉 어른을 생각해서라도 목숨을 아끼지 말고 싸우자고 다짐하는데 감격의 전율을 느낀다. 

김천일을 만나려고 몰려드는 수원 양민들과 양민들을 괴롭히던 색리들의 도망치는 것이 대비되었다. 

수원 양민들의 의병 지원과 담양 의병군들의 승전 소식에 전의를 다지는 의병군들이다. 

독성산성에서의 일전이 기대된다.

이창열  작성일2020-10-23 16:04:47

김천일의병장이 부사로 관직생활을 했던 수원에 머무는 동안 <참된 공직자의 흔적>을 통해 세상살이의 행동방향이 제시된다. 

백성이 안전하고 살기 좋게 해주는 것이 공직자의 책무이다. 

예나 지금이나 나라의 주인인 백성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공직자는 나중에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바다에서 이순신 장군은 첨사 어영담을 중용하여 바닷길의 눈이 되었다. 

육지에서 김천일 의병장은 지관참모 김말수가 지리를 안내하는 매의 눈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된다. 

은혜를 입은 백성, 승려 등의 합세는 의병들의 사기충전과 세력강화에 보탬이 되고 있다. 

댓글은 실명인증후 작성하실수 있습니다.
댓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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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결전이 임박해 오는 분위기다. 활약이 기대된다. 

<선생님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만  작성일2020-10-21 23:52:31

김천일이 이끄는 나주의병군이 나주 금성관을 떠나 20일 만에 수원 독성산에 도착하였다. 

하지만 큰형님처럼 따랐던 외숙 이광익이 죽었다는 갑작스런 비보에 김천일은 잠시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에 잠겼다. 그러나 김천일은 이러한 슬픔을 뒤로하고 이곳 수원 양민들에게 

가짜장부를 만들어 백지징세하는 색리들을 척결하고 부세균일의 원칙에 따라 탈세한 세금을 

거둬들이게 되는데, 이에 대한 토호세력들의 반항과 중상모략으로 결국 김천일은 파직 당하고 

말았지만, 이곳의 양민들과 승려들은 김천일의 수원부사 부임 시절에 베풀어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스스로 의병을 자원하는 것을 보면 김천일이 얼마나 훌륭한 의병장이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에서 나오는 부세균일의 원칙에서 보듯이 우리사회가 맑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정한 

조세부담이라고 보는데 아직도 탈세 등 반칙들이 난무하고 있어 아쉬울 뿐이다. 선생님!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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