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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학헌(���)이란 "거문고 소리를 들으며 학처럼 고고하게 살고자 하는 선비의 지조가 깃든 집"이란 뜻입니다. 전통관아 특유의 단아

함이 돋보이는 목사내아 정문을 들어서면, 마사토가 깔린 정갈한 마당과 목사내아, 우측의 오백 살도 넘은 "벼락 맞은 팽나무"가 보입니

다. 나주목사의 살림집이었던 목사내아는 정남향의 한옥이며 남도에서 보기 드문 �자형 구조입니다. 나주읍성 안에 있던 관아건축물 중

객사(��)인 금성관, 아문(��)인 정수루 등과 함께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목사 유석증 방

고려 성종 때부터 조선 말까지 부임한 나주목사 가운데 두 번이나 목사를 지낸 인물로 유영한 유석증 목사를 기념하여 이름 하게 되었으며, 유석중

방은 큰방과 작은 방, 가운데 작은 거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유석증은 1610년(광해군 2) 8월 나주목사로 부임했으나 두 달 만인 10월에 이임되었습니다. 그 후 9년 뒤인 1619년(광해군 11) 6월 유석증은 다시

나주목사로 부임하게 되는데 광해군일기 12년 5월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습니다. "나주백성이 쌀 삼백 석을 바쳐 유석증을 목사에 제

수한 은혜에 사례하였습니다." 유석증이 전에 나주를 다스릴 때 유애가 있었기 때문에 백성이 그가 떠난 뒤에도 사모하는 상소를 올려 목사로 삼아

주도록 청하였고, 왕명으로 다시 부임해오자 고을 백성이 쌀을 바쳐 사례한 것입니다. 1621년과 1622년에는 나주사람 염공일, 진사 김종해 등이 쌀

을 바치며 또다시 유석증의 유임을 청하였다고 하니 그를 향한 나주백성의 사랑이 어느 정도였는지 능히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목사 김성일 방

나주 최초의 서원을 세운 판결의 달인 학봉 김성일 목사를 기념하여 이름 하게 된 김성일 방은 툇마루 방향으로 가로로 배치되어 있는 두 칸짜리 방

이며, 작은 방은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작은 거실의 형태입니다. 학봉 김성일은 임진왜란이 임박한 1590년 통신사로 일본에 파견되었습

니다 돌아와 "왜가 반드시 쳐들어올 것"이라는 황윤길과는 달리 "왜는 조선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했던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583

년 부임하여 3년간 나주목사를 지낸 김성일은 고을을 맡아 다스리기는 나주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재임 시절 민원 처리에 주력한 그는 오

랫동안 끌어온 임씨와 나씨 간의 송사를 해결하였으며, 선정을 베푼 관리로 유명하였습니다.

또한, 금성산 기슭에 대곡서원(나중에 경현서원으로 이름이 바뀜)을 세우고 "동방오현"으로 꼽히는 김굉필, 정여창, 조광조, 이언적, 이황을 제향하

는 한편 선비들을 학문에 전념하게 하였으며, 그가 목사로 재직하던 1584년 이 지역 선비들과 합심하여 세운 대곡서원은 나주 최초의 서원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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