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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소설연재 영산강의 꿈-정찬주 장편역사소설

위승환  작성일2020-12-01 15:07:50

임계영의 전라좌의병군, 경상우도 병사 최경회의 전라우의병군과 함께 

수성전을 위해 때를 기다리는 김천일 의병장이다. 

도원수 권율과 곽재우 의병장 등은 공성전을 주장하기에 

김천일 의병장은 서로 상충된 전략에 괴로워 한다. 

임전 장수들이 한 마음으로 진퇴를 결정할 수는 없었을까? 

진주성으로 들어가면 살아 나올지 죽어 사라질지 모르는 자신의 운명을 

막막해 하는 김천일 의병장의 고뇌가 안타깝다.

김남전  작성일2020-11-25 23:10:47

성을 공격하는 공성전과 성을 수비하는 수성전으로 장수들의 주장이 양분되어 엇갈린 모습이 

안타깝기만 하다. 그러나 전략적인 지리에 밝은 김천일의 생각은 그당시 농경사회인지라 

곡창지대인 호남이 나라의 근본이 되고 호남은 진주에서 매우 가까워 진주가 없으면 호남이 

없다란 확고한 신념하에 진주성에 입성하여 죽을 각오로 수성하겠다고 장계를 비변사에 보내고 

입성을 결정함에 이어 외조카 이성찬이 등장하자 아버지의 죽음을 말하고 자기 군마를 내주며 

기약없는 만남으로 해여지며 진주성에서 마지막 죽음을 각오한 김천일의 충성심과 이광익 이광주 

이성찬 가족의 나라를 위한 충과 효에 머리가 숙여집니다.

이남섭  작성일2020-11-25 22:17:02

공성전과 수성전 주장을 편 29회를 읽으면서 무엇가 예감이 좋지 않다. 많은 희생이 예감되기 때문이다. 

명나라 지원군의 소극적 대처와 의병군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기때문이다. 다만 이 고장 화순 출신 최경회 경상우도 병사가 

수성전에 적극 찬성이다. 먼저 호남을 생각하는 진정한 호남인 김천일 대장과 최경회 병사에게 다시 한번 감동을 맛본다. 

최경회 부인 논개 이야기가 머리를 스친다. 치열해질 진주성 전투가 그려진다. 어찌 할 것인가?

박명숙  작성일2020-11-25 19:39:44

의병장끼리도 서로 전략이 달라 

의견이 통일되기가 어려웠을 듯 

합니다. 

어떤 한사람에게 확실한 지휘권을 

주고 일사분란하게 통솔을 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군이 왜와 화약을 맺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서신을 보내고 설득하려 했던 

김천일 장군의 충성심이 대단합니다. 

사촌형 이광익의 아들 이성찬의 등장으로 

공주에서 순절한 이광익이 다시한번 

떠오르네요. 충성심이며 효심이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인 것 같아 가슴이 뭉클합니다.

김두환  작성일2020-11-25 17:15:55

공성전을 할것인가? 

댓글은 실명인증후 작성하실수 있습니다.
댓글등록

영산강의 꿈-정찬주 장편역사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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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전을 할것인가? 

지휘체계가 관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약하게 유지될수 밖에 의병들의 

특성이기 때문이겠요? 

다들 생각이 틀리고 그래서 판단이 틀리고 대처방법도 틀리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나라가 난을 당했을때 자신들을 희생하며 일어 서신것으로만 해도 훌륭하신 분들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공성전이든 수성전이든 다들 나름대로 논리가 있었을 것이고 

이를 하나로 취합할수있는 상황이 안되어 아쉽게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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