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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소설연재 영산강의 꿈-정찬주 장편역사소설

박명숙  작성일2020-11-11 17:42:26

드디어 지관 김말수의 능력이 빛이 나네요. 

거의가 외지인인 나주의병군에게 

그가 독성산 지리를 훤히 꿰뚫고 있어 

말만 들어도 벌써50%는 이긴 것 같습니다. 

침착하게 봉화 불을 피워 마을사람들 먼저 피난시키고 

전투 인력을 세분화시켜 역할 분담을 하고 

승리로 이끌어가는 모처럼 신나는 장면입니다. 

부하장수들의 말을 잘 경청하고 

그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김천일 장군이 처음부터 무인이었다면 어땠을까 

관에서 처음부터 큰 임무를 맡겼다면 임진왜란이 

어찌되었을까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남전  작성일2020-11-01 20:42:37

금령역의 쾌거는 김천일의 휘하에 있는 양산룡 임환 이광주 송재민서정후 김상건 등의 

참모들과 충분한 의견을 종합한 치밀한 계획으로 지리에 밝은 김말수의 정보를 참작하여 

최선의 방법을 결정한 후 성안과 성밖의 임무를 구분하여 싸울수 있는 김천일의 전투지시에 

일사분란한 행동으로 전투에 임한 의병들의 애국심에 고개가 절로 숙여진다. 

금령역을 향해 임환이가 지원하여 양산숙과 서정후 등이 지원하여 1백여명의 선발대가 기습작전으로 

왜적 보초들의 목을 벤 치밀한 작전을 통해 야간 기습작전으로 금령역을 점령한 완전한 쾌거에 감탄했다. 

정찬주 작가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환  작성일2020-10-27 16:52:58

위기에 처한 조선을지키겠다고 낯설고 물선 곳으로 달려가 

적의 수급을 베고, 전리품과 곡식을 챙겨 가져온것이 참으로 당당합니다 

정부군도 못한일 일을 농기구를 친구삼아 영농을 했던 정삼이사 

농민들이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

김천국  작성일2020-10-24 16:02:42

가을이 막바지에 접어들고있습니다 

요사이는 조석으로 겨울날씨같습니다 

이불재 산자락은 더하겠지요 

20번째이야기 두번의 승리 잘읽었습니다 

나주의병군에게 첫번째 승리를 안겨준 독성산전투, 

5만 근왕군을 참패시킨 왜장 와키자카 야스히루휘하의 1,600명의 왜군들을 상대로 문수산에서 

첫승리를 거두니 기쁩니다 

금령역전투 또한 기습작전으로 조총과 갑옷,투구등을 전리품으로 획득하고 왜군의 수급을 확보하니 앞으로의 빛나는 전투가 기대됩니다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등장할때 마치 현실세계에 있는듯 설명이 되니 이해가 빠릅니다 

전투가 시작되었으므로 숨가쁘게 진행될 이야기가 기대됩니다

위승환  작성일2020-10-24 14:32:52

댓글은 실명인증후 작성하실수 있습니다.
댓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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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승환  작성일2020-10-24 14:32:52

시급한 일이 있어 열중하다가 그 동안 <영산강의 꿈>을 읽지 못했다. 

주말을 이용해 8회를 한꺼번에 읽었다. 

이제부터는 매 회를 차분히 읽어야 하겠다. 

독성산성 전투는 나주 의병군의 첫 승전이다. 

그래서 독성산성을 함부로 공격해 오지 못하는 왜군들이다. 

김천일 의병대장은 기습 선발대를 편성한다. 

달이 없는 그믐날 밤에 금정역 왜군을 기습하는 우리의 나주 의병군이다. 

독성산성 수성전에 이은 금정역 야간 기습작전까지 

김천일 의병군이 거둔 두 번의 쾌거가 자랑스럽다. 

이어지는김천일 의병장의 활약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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