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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걸 작성일20 19 -10 -14 13:58:38
세상의 일은 과거를 보면 알게 되는 것인가요
조선을 돕고자 오는 명군은 왜군 못지 않은 행동을 하는 군요
침략하는 자와 원군하는 자의 행동이 별반 다르지 않으니 이상하기도 합니다.
청자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고 음식문화큰잔치도 성료되었습니다.
이제서야 이 글을 읽지마는 마음이 심란합니다.
정찬주 선생님
날이 이제 부터 많이 달라질 성 싶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강진에서 김걸 올림

조영을 작성일20 19 -10 -11 15:56 :44
산은 강을 넘지 못하고
역사는 되풀이 되는가?
댓글을 쓰면서 몇 번을 자문한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6 25 전쟁, 오늘 현재?
사람에게 사주팔자가 있듯이 세계사를 보면
민족에게도 숙명이라는 게 있지 않나 싶다.
열강에 둘러싸인 약소국의 운명!
역사 회의론!
6 25 때는 유엔군이 일본 오끼나와에서 압록강으로,
또 중공군은 언 압록강을 넘어 아래로.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이 한양, 평양을 거쳐 북으로,
명나라 군사는 요동반도를 지나 언 압록강을 거쳐 평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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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6 25 때는 미군, 중공군, 소련군 꼬붕으로
임진왜란 때는 명나라 꼬붕으로.
예나 지금이나 참 한심하기 그지없다.
유성룡의 징비록을 보니 피눈물이 난다.

김두환 작성일20 19 -10 -10 17:55:37
명나라의 본토수호를 위하여 출병한 명군 ~~
조명 연합군이 합동으로 평양을 수복한것은
매우 감사할일이나
결국은 순망치한~~
우리 백성들 입장에선 왜군이나 명군이나~~
그런 명군을 천군이라 하며 길이길이 대접한
무능력한 선조~~~

위승환 작성일20 19 -10 -10 16 :15:0 2
10 만 원병을 보내겠다던 명의 만력제.
석 달 후에야 마침내 이여송의 5만 군대가 압록강을 건너왔다.
평양성 탈환작전에 조선관군이 이여송의 지휘를 받아야 했다니
한국전쟁 시기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게 준 다음
지금까지 미군의 작전 지휘를 받아야 하는 현실과 다름 아니라 씁쓸하였다.
다만, 모란봉을 점거한 승군을 비롯해
평양성 지세를 꿰뚫고 있던 조선 관군이 전세를 주도해 다행이다.
명군의 노략질이 왜군에 진배 없었다고 하니
약소국의 설움에 가슴 아팠다.

김동진 작성일20 19 -10 -0 5 19 :28:43
명나라 이여송의 지략으로 군사를 매복시켜 다케유치 기치베를 사로잡고
왜병들을 죽여버린 오랜만의 승리를 만끽하였습니다.
유성룡은 수군대장 김억추에게 대동강 입구를 사수하라고 명하였고
연합군은 평양성 전투를 승리하였으나
명군의 노략질은 도를 넘으니 약한 국민의 설움이란 어디에 말할고...
이래서 이율곡의 10 만양병 강군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 새삼 되새겨지네요.
현 정부도 명심해야 합니다.
작가님 10 월 첫주입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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