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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설연재 영산강의 꿈-정찬주 장편역사소설

김남전  작성일2020-12-04 00:08:35

각 부대에 임무를 부여한 김천일의 치밀한 전투전략으로 진주성 1차전에 승리한 기세를 이어 

진주성이 무너지면 호남은 물론 나라가 망한다는 일념하에 진주성 2차 전투의 초반전까지는 

아군의 일사분란한 대응으로 왜군을 제압 패퇴하였다. 

후반전에 들어서 충청병사 황진과 6촌동생 황대중 진주목사 장윤도 등이 수시로 성을 돌며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우며 격려하는 모습이 감동적이다 

반면에 독전장을 맡게된 서예원은 겁이 많아 울면서 순시하는 모습에 군사들의 사기가 

저하되며 동요하게 된다. 

가장 믿음직한 황진 장윤 이종인의 3장수 전사로 아군의 사기가 저하된 찰라 왜군들이 

성 안으로 물밀듯이 들이닥쳐 순식간에 대세가 기울어졌다 김해부사 이종인은 마지막 죽음에도 

왜군 2명을 양 옆구리에 끼고 남강에 투신한 애국심에 너무나 감동적이다 

이 때 김천일의 심덕은 어떻하였을까? 를 생각해본다. 

실감있게 연재해간 정찬주 작가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명숙  작성일2020-12-03 19:52:19

진주성이 위태로운 지경에 놓였는데 

성 밖에서 싸우자고 했던 의병들은 

어디에 있었을까 궁금합니다, 

가또와 고니시가 총사령관으로 

왜군 최고의 맹장인데 

숫적으로 열세이고 

무기도 왜군은 '조총'이라는 신무기가 있어 

그 위력은 화살과는 비교할 수 없지 않았을까, 

황진의 말도 일리가 있어 

성밖에서 유격전을 펴줘야 

적들이 맘놓고 공격을 못했을듯 합니다, 

오로지 나라를 지키겠다고 

모인 사람들, 

마지막까지 왜군 두 사람을 양팔에 끼고 

강물에 뛰어든 이종인의 최후가 비장합니다.

김두환  작성일2020-12-02 17:59:56

겁먹어 아군 의병들 앞에서 질질짜며 아군의 사기를 오히려 저하시키고 

전투중에는 어디서 뭘하는지 보이지 않고 도망만 다니고 ~~ 

안타깝습니다 

어찌보면 결과 뻔한 싸음을 했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만~~ 

김천일 , 이종인 , 장윤, 황진장군 모두가 훌륭하듯이 

이름없이 빛도없고 초개같이 사라져간 이름모를 장삼이사 의병들에게도 

고마움이 느껴집니다 

사는 적덜이 두더지멩키로 성벽을 뚫는 디도 막지 않고 

멀 혔소?”

문봉균  작성일2020-12-02 17:45:21

댓글은 실명인증후 작성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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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봉균  작성일2020-12-02 17:45:21

이번 31회를 읽고 2차 진주성 전투가 얼마나 치열하였는지 알 수 있게 되었다.

피아간에 모든 전략 전술과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은 총동원한 그야말로 총력전이었다.

왜군은 1차 진주성 전투에서 무참히 패한 것을 되갚고야 말겠다는 전의에 불탔을 것이고,

아군은 진주성이 무너지면 호남이 무너지고, 호남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한다는 절박감이 가득하였을 것이다.

고구려 때 당태종이 안시성보다 높은 토성을 쌓고 양만춘은 또 그 토성을 무너뜨린 전략.

행주산성 수성전 때 아녀자들이 행주치마에 돌을 가져와 던지고 끓는 물을 내려 부었던 전술 등.

전투 초반에는 아군의 일사분란한 대응에 왜군이 번번히 패퇴하였다.

충청병사 황진과 6촌 동생 황대중이 말을 타고 수시로 성을 돌며 병사들을 격려하여 사기를 북돋웠다.

임시 진주 목사 장윤도 마찬가지로 용장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고 ,이종인 또한 병사들에게 큰 기둥이었다.

그러나 성을 돌며 독전을 하던 황진에 이어서 장윤과 이종인마져 전사한다. 

가장 용맹스럽고 믿음직스러운 세 장수가 전사하였으니 이제 누가 있어 앞장서서 적을 막아낸단 말인가.

아군은 사기가 떨어지고 전력은 급격히 약화되었으며, 왜군은 반대로 기세가 등등 하였다.

경상도 의병들은 어찌하여 왜군 후방을 조직적으로 공격하여 적을 교란시키지 못하였던가?

황진이 김천일에게 "수성만 할 것이 아니라 가끔씩 성문을 나서 공격도 하자"고 했을 때 왜 들어주지 않았던가?

어쩌자고 서예원 같은 졸장부에게 독전장을 맡겨 울면서 순시를 돌아 군사들이 동요하게 하였던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든다. 그러나 이제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기둥같은 세 장수가 전사하고 왜군들이 성안으로 물밀듯이 들이닥치자 순식간에 대세는 기울어진다.

김천일도 이제 틀렸다는 것을 직감하고 아마도 어떻게 죽느냐를 결단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김해부사 이종인은 적들을 다 죽이지 못하고 강물에 뛰어드는 것이 한스럽노라"

라고 외치며 왜군 두 명을 옆구리에 끼고 남강에 투신한 것이 남의 일 같지 않았으리라. 

촉석루 의암에 논개의 절개만 있는줄 알았더니 수많은 우리 의병들의 피도 섞여 있었구나. 원통하고 한스럽도다.

이남섭  작성일2020-12-02 12:57:27

치열한 진주성 전투 그중 김천일 의병장과 선봉에서 용감히 싸운 이종인 활로써 왜적 수십명을 사살하고 마지막순간에 

왜군 두명을 겨드랑이에 낀채 남강에 뛰어 들어 비장한 죽음을 맞이한 충성심, 그에 견주어 서예원의 비검함 인간은 어떻게

죽느냐가 그 사람을 평가 한다. 김천일과 이종인은 영원히 사는 방법을 택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다

진주성 전투 2 에서 새로운 역사 공부를 하고 간다 . 촉석루를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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