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05월 26일 02시 34분



2
3
3
3

목차

목차
영산강의 꿈-정찬주 장편역사소설

(27) 이광주 순절
첨부파일(1)



첨부파일(1)

(27) 이광주 순절

작성일 2020.11.18

08:51

등록자 문화예술과 조회수 1232

 정찬주 영산강의 꿈27.pdf 241 hit/ 189.5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목록

 소설연재 영산강의 꿈-정찬주 장편역사소설

김남전  작성일2020-11-24 17:16:10

이광주 종사관의 애국충절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양화도 전투시 유진장만 시킨다고 김천일에 

서운한 표정에 다음 전투에 출전할 것을 약속한 것이 생각난다 

이번엔 대장이 되어 선두에서 지휘하며 오직 적을 물리치겠다는 일념으로 죽음을 무릎쓰고 싸우다가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한 이광주의 애국심에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며 너무나 안타깝다. 

이광주 종사관의 유해를 보고 통곡하는 김천일이 만고충신 이공광주 의사로 쓴 무명천으로 덮어씌운 

김천일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이토록 우리 나라는 700회의 외침속에 우리 선조님들의 피로지켜온 나라임을 실감하게 한다. 

본 소설을 통해 당시 상황을 잘 묘사해가시는 정찬주 작가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남섭  작성일2020-11-19 23:26:42

예전에 행주산성을 무심히 관광하였던 기억이있다. 권율 전적지 그리고 이 지방 장성 출신 변이중 선생의 화포 위력이 

대단했던 기억이 있다 임진왜란 3대첩 하나 보성출신 선거이 장수 이름이 등장한다. 우리나라 외침 932 회이고 그중 

일본 외침이700회나 된다고 하니, 우리 선조님들께서 피로 지켜온 나라이다 그중심에 맨처음 호남 의병을 이르키신 

김천일 대장의 숭고한 희생 정신에 머리를 조아리며 이광주 순절 편을 한줄 한줄 가슴에 새기며 읽었다. 

역사 소설은 또 다른 역사의 기록이다. 작가님의 역사의식에 감사를 표한다.

박명숙  작성일2020-11-19 20:29:36

의병군과 관군과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지휘체계가 다르고, 

서로 정통성을 주장하며, 

기득권을 따지려 했을 것 같으니 

그 밑의 병사들은 혼란스러웠을 듯 합니다. 

적을 물리치겠다는 생각이 앞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싸우다가 

너무 빨리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이광주 대장의 

마지막이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눈에 띠지 않게 많은 활약을 해왔던 

막둥이의 행방불명 또한 아쉽습니다. 

명군도 당시 우리백성들에게는 

큰 짐이었을 듯 싶네요. 

그들의 의식주를 우리가 다 해결해 주어야 

했고, 우리의 상전 행세를 하는 

명군 또한 백성들에게는 왜군 못지않은 

두려운 존재였을 듯 합니다.

위승환  작성일2020-11-18 22:00:59

관군과 의병군이 함께 힘을 모은다고 해도 모자랄 전황이다. 

그런데 관군들의 행태에 김천일 의병장은 불만이었다. 

관군들은 태조와 선의왕후의 위패를 강화객사에 봉안한 성과도, 

양화도 선유봉 기습작전의 전과도 폄하하려고 들었다. 

심지어는 틈만 나면 의병군들을 회유해 관군으로 차출해 갔으니 오죽했으랴. 

댓글은 실명인증후 작성하실수 있습니다.
댓글등록

영산강의 꿈-정찬주 장편역사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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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관 이광주가 백여 명 특공대를 이끌고 왜군을 공격하다 장렬하게 순절했다. 

이광주 종사관의 유해를 보고 통곡하는 �김천일 의병장의 모습이 고단하다.

문봉균  작성일2020-11-18 15:37:22

이번 27회를 읽고 김천일은 겨우 1천여 명의 의병장으로는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마치 율곡 이이가 병조판서에 머물다 무리하여 병사 한 것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

자신이 지휘하는 소부대만의 작전과 전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 너머를 내다 보는 안목을 가진 김천일.

자신이 승전하면 조선 육군전체에 어떤 이득이 있고, 적에게는 어떤 손실을 미칠 것이라는 것까지 계산한 작전.

그러나 아무리 큰 그림을 그려본들 나주의병들 만으로는 큰 성과를 내기는 불가능했다.

창의사를 제수 받았다고는 하나 관군 지휘관들로부터 별 도움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도움이라고 해봐야 무기를 지원받고 군관들로 부터 의병 훈련을 지원받은 정도에 그쳤던 것이다.

툭하면 의병을 관군으로 차출하고, 의병의 승전을 시기하고 질투하였다니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이번에도 김천일은 명나라 이여송에게 조선군 통수권자나 해야 할 큰일을 행한다.

한양 탈환에 반듯이 알아야 할 왜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러 특사를 파견한 것이 그것이다.

아울러 특사는 평양성에서 퇴각하는 왜군을 타격하는 임무까지 병행토록 했다.

그 책임자 이광주가 1백여 명의 특공대를 이끌고 무리하게 왜군을 공격하다 순절하였던 것이다.

김천일은 분조에 사람을 보내서 전황을 상세히 보고하여 세자를 안심시킨바 있다.

또한 행제소에는 의병들이 먹어야 할 군량미까지 나누어 주며, 강화도에 머물고 있는 이유와 전황을 상세히 보고하였었다.

권율에게는 한양도성 탈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행주산성 전투에서도 큰 공을 세운 후 관악산으로 이동하였다.

이렇듯 한낮 의병장의 역할을 넘어 전체적인 판세를 보고 움직이는 김천일에게 합당한 역할이 주어지기를 기다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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