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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승환 작성일20 19 -11-0 7 11:53:48
조선수군의 궤멸로 수군을 폐하고 육전을 하라는 선조의 명에
저 유명한 < 신에게는 열두 척 전선이 있기에 죽을 힘을 다해 싸우면 해볼만 하다> 는
장계를 쓰는 이순신의 의지가 비장하다.
통제사 이순신에게 부임인사를 하는 김억추.
대동강 주사대장의 경험을 살려 판옥선 13척을 개조하고.
압록강 전선에서 만난 이후 초로의 모습으로 해후한 이순신과 김억추.
서로 술잔을 돌리며 이제 명량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두 장수에게서 조선 수군의 희망과 승전을 기대합니다.

김두환 작성일20 19 -10 -30 16 :47:47
무능한 국왕 아래 유능한 장수가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유능한 장수가 없었다면 한반도에 살고있는 사람들은 이미 일본어를 쓸수도 있었을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민족으로서는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장군이십니다

이남섭 작성일20 19 -10 -29 0 4:54:29
보성에서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의 유명한 장계를 올린 이순신 장군
그리고 옛 전우 김억추 장수가 상하 관계가 되어 만나 회포를 풀게 되었으나 어딘지 모르게 심리전이 있는것 같습니다.
김억추 장수의 왠지 모를 마음에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박명숙 작성일20 19 -10 -27 20 :26 :58
별 고민 없이 너무나 쉽게
수군을 포기하는 선조가
다시 한번 한심스럽습니다.
그동안 해전에서 왜군을 자유롭지
못하게 했고, 해전 도움 없는 육전의
승리는 기대하기 어려운데,
군주의 판단력이

(http://www.gangjin.go.kr)

군주의 판단력이
정말 안타깝네요.
통제사로 부임하자마자
서슬이 시퍼렇게 군기를 다잡는
이순신,
통제사 이순신과 우수사 김억추의
조합이 새삼 든든하고,
부하들에게 판옥선을 개조시키는
김억추의 모습에서 새로운 희망을
봅니다.

김동진 작성일20 19 -10 -26 19 :53:0 0
경상과 전라도 전선은 대부분 바다에 침몰되고
군사들은 거의 전사하여 민심은 이반되어 있습니다.
이순신은 통제사로 명을 받고 전라도로 이동하는데
오는곳 마다 환영받고 군량미와 의병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이순신과 김억추는 회령포에서 만나
앞으로의 군 전략도 숙의하고
김억추로 하여금 남은 배 12척을 재정비하고
배 1척도 건조하여 모두 배 13척이 명량해전에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 지 다음회가 기다려집니다.
작가님~~ 찬바람 감기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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