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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설연재 영산강의 꿈-정찬주 장편역사소설

박명숙  작성일2020-11-11 17:43:36

나주의병군 뿐만 아니라 충청의병군도 

관군과의 갈등이 있네요. 

나라존망이 달린 위태로운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백성들을 의병군으로 지원하도록 독려는 못할망정 

사감을 가지고 백성들의 의병지원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니, 

기가 막힙니다. 

의병의 부모와 처자를 잡아 옥에 가두기까지 하다니 

누구를 위한 관인지 알 수 없네요. 

사감으로 곡식 수 만석을 굶주린 난민을 위해 쓰지 않고 불태워버린 

이옥의 행태 또한 어이가 없네요. 

여러 난관 속에서도 의병장 조헌과 끝까지 함께하며, 

‘불도는 생사를 초월하여 영원히 사는 사람’이라는 

영규 의승장이 훌륭합니다.

위승환  작성일2020-11-03 14:20:15

금성산 자락에 모셔진 정열사에 다녀왔다. 

그동안 정찬주 작가의 역사소설 <영산강의 꿈>을 20여 회 읽으면서 

꼭 한 번 건재 김천일 선생의 영정을 배알하겠다고 벼르던 터였다. 

한중문화교류회 강원구 회장님, 시인 은강 이남섭 대형과 동행을 했다. 

현지에서 언양김씨대종회 김남전 회장님을 뵙고 정열사에서 향을 사르고 절을 올렸다. 

경내를 둘러보는 감회가 달랐다. 

의병공원이 나주에 조성되는 것은 참으로 뜻 깊은 일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왕의병군을 창의한 문열공 건재 김천일 선생의 덕택이라고 생각한다. 

처음의 뜻대로 잘 조성되어 선생의 우국충정을 되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창열  작성일2020-11-02 17:07:00

휴정(서산대사)의 격문이 심장을 뜨겁게 달군다. 

글이 칼보다 강하다는 것을 실감케 해주는 위대한 글이다. 

격문 내용의 모든 글귀가 의분을 불러 일으키지만 

한 대목을 옮겨보며 그 위대한 정신을 숭모한다. 

(중략) 

조선의 승병들이여! 

깃발을 치켜들고 일어서시오! 

그대들 어느 누가 이 땅에서 삶을 얻어 받지 아니하였소? 

그대들 어느 누가 선조들의 피를 이어받지 아니하였소? 

�를 위해 나를 희생하는 바, 또 모든 중생을 대신하여 고통을 받는 바가 곧 보살이 할 바요 나아갈 길이라. 

(중략) 

그대들이 밤낮없이 수행 정진하는 바가 생사를 초월하자 함이오. 

또한 그대들에겐 거둬야 할 식솔이 없으니 돌아볼 바가 무엇이오? 

모든 보살들이 그대들의 나아갈 길을 보살피고 거들지니, 분연히 일어서시오! 

용맹의연하게 전장으로 나아가 적도를 궤멸하시오! 

적도의 창검 포화가 두려울 바 무엇이오? 

댓글은 실명인증후 작성하실수 있습니다.
댓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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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도의 창검 포화가 두려울 바 무엇이오? 

전투가 없이는 승리도 없소. 

죽음이 없이는 삶이 없소. (중략) 

오로지 나라와 강토,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휴정의 간절함이 절절하다. 

어찌 이 글을 읽고 의분으로 떨똘 뭉치지 않겠는가? 

어찌 의승군이 죽음을 두려워 했겠는가? 

의승군의 위대한 활약의 동력원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글 속에서 꿈틀거리는 기운이 느껴지는 �����이다. 

제대로 된 충청의 의병장 조헌의 정신이 번쩍 뜨일만한 명문장을 감상하는 기쁨이었다. 

<선생님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전  작성일2020-11-01 22:47:40

요즘 다른 일과 게으름으로 컴퓨터 접근을 멀리하며 늦게 정찬주 영산강의 꿈을 열어보았다 

강원구 박사님의 유트브 방송 안내로 일재 이항선생님의 후손인 이남섭 회장님을 나주 정렬사에서 

만나 성주이씨와 언양김 그리고 양성이씨의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어 옛 선조님들의 

삶과 그 정신을 이어받아 우의를 돈독히 하자는 대화를 나누며 선조님들의 삶에 많은 것을 느끼게 하였다 

조헌과 고경명이 합세하여 북진하기로 약속했으나 고경명이 금산전투에서 전사하는 바람에 부가능한 일이 

되고말았다. 의병군의 전공을 시셈하여 관군의 관군의 지휘자들이 자기 전공을 세우는 서로의 이견으로 

실전하는 모습을 느낄 수 있었으나 서산대사의 격문을 통해 승병들의 구국제민을 기원하게 하여 불구대천의 

원수를 토벌 격멸하자는 격문을 통해 승병들에게 조국을 구하자는 애절한 호소에 많은 승군이 모이게 하는 

서산대사의 애국심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조정 대신들은 당쟁속에 헤매고 군 지휘관들은 전선에서 도주하고 외세를 불러들여 살아날 길을 꾀하고 있는 

즈음에 승병만이 조국을 구할 수 있다며 "죽임이 없이는 삶이 없소"라하며, 법흥사로 집결하는 격문에 조헌은 

큰 감동을 하며 죽음이 없이는 삶도 없다는 만고의 진리를 되세기며 다음 전투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감동적이다

이종만  작성일2020-11-01 11:33:51

“말고삐를 남쪽으로 돌려야겠소. 고경명 맹주님이 금산에서 패하여 

전사하셨는데 의리를 지켜야겠소. 난 맹주님과 공주에서 밤새 통음 

하면서 왜적을 한 사람이라도 더 죽이자고 맹세했었소.” 

‘죽음이 없이는 삶이 없소.’ 충절과 의리 너무 멋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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