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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읍성 고샅길 2천년의 시간여행

고통을 견뎌 맞이한 오늘

(구)나주경찰서

위치: 전라남도 나주시 남고문로 65

순사는 악마였다. 1912년 조선태형령이 공포되고, 그들은 아무

때고 한국인을 잡아 3개월까지 감옥에 넣거나 하루 80대의 태형

을 때릴 수 있었다. 대뜸 총검을 들고 집에 쳐들어와 딸들을 생사

도 모르는 곳에 위안부로 보내기도 하였다.

그들은 시시때때로 트집을 잡아 한국인들을 잡아들였고, 호환마

마보다 두려운 존재가 되었다.

‘순사 온다’는 말은 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끼게 했다. 구 나주경

찰서는 1910년 붉은 벽돌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일번 도

로 앞에 지어졌다. 붉은색에 흰색으로 수직선을 강조해 위압감을

주었다.

이곳에서 수많은 민족운동가들이 피를 흘렸고, 목숨을 잃었다. 건

물 안에는 여전히 유치장 등의 시설이 남아 있다. 악몽같은 일제

강점기의 시간을 지낸 어르신들은 아직도 이 앞을 지나길 불편해

하신다고 한다.

우리의 한은 여전히 그 자리 그대로 맺혀있다. 2002년 5월 31일 등록문화재 제34호로 지정되었다.

5.18 민중항쟁과 무기고

또한 나주경찰서는 5.18 민중항쟁 때 광주의 참상을 알게 된 나주 시민들이 무기를 확보한 곳이기도 하다.

나주시민들은 나주경찰서를 비롯해 영강 파출소, 예비군 대대본부 무기고를 열어 확보한 다량의 총과 수류탄으로 시민군을 지원하였다.

무기고의 무기를 수집할 수 있었기에 나주는 광주와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함께 할 수 있었다.

곳곳의 식당 주인들은 음식으로 이들을 지원하였다. 대한민국의 가장 아픈 역사 중 하나로 기억되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뒤늦게나마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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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이용되었다는 문이 남고문

전라남도 나주시 남내동 2-20

나주읍성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었다는 문이 남고문이다. 2층으로

된 문루로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팔작지붕의 건물인 남고문

은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에 의해 부숴졌지만 1993년 복원되며 옛

모습을 되찾았다.

남고문은 도로 중앙에 자리잡고 있어 서울의 숭례문을 떠올리게

한다. 옛날처럼 지금도 나주읍성의 4대문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고 있을 것이다. 남고문은 사적 제377호로 지정되었다.

전라우영터

위치: 전남 나주시 남외1길 16 나주초등학교

‘남문 밖 작은 산이 있었고 거기에 주검들이 쌓여 산을 이뤘다. 근

방은 악취로 진동했고 땅은 사람 기름으로 하얗게 얼어붙었다.’
동학농민군이 처형된 전라우영의 장면을 본 한 일본군 사병은 이

렇게 묘사했다. 춥고 서글프다.

‘눈 내리는 만경 들 건너가네/해진짚신에 상투 하나 떠가네/가는

길 그리운 이 아무도 없네/녹두꽃 자지러지게피면 돌아올거나/울

며 울지 않으며 가는/우리 봉준이/풀잎들이 북향하여 일제히 성

긴 머리를 푸네’(안도현 ‘서울로 가는 전봉준’ 1연)

전봉준은 ‘사람이 곧 하늘인 세상’을 꿈꿨다. 동학농민운동이 일

어난 그때는 가뭄이나 홍수로 척박하던 시기가 아닌 풍요롭던 시

기였다. 하지만 그 풍요는 악랄한 대지주와 탐관오리 등의 부패한

통치자들의 것일 뿐이었다.

그 고통을 참을 수 없어 농민들은 호미와 괭이를 내던지고 죽창을

들었다. 목숨을 걸었지만 나주를 지키는 것이 왕조를 지키는 것이

라 믿은 나주 목민들에 의해 그 결의는 무너지고 말았다.

동학농민군을 격퇴한 나주 수성군 지휘부도 무슨 역사의 아이러니인지 같은 형장의 이슬이 되었다. 을미년, 명성황후 시해와 함께 단발령이 내려지자 나주 의병이 일어났

다. 그들은 단발령을 찬성하고 친일발언을 일삼던 안종수와 부패관리들을 처단했지만, 관군에 의해 의병 주동자인 정석진과 김창곤 등이 1년 전 농민군이 처형된 전라우영

무학당 뜰에서 참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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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우영은 조선시대 천주교 박해가 심했던 시절 잡혀온 천주교인들이 순교한 곳이기도 하다. 나주성당에서 천주교 순교지의 기념유물로 전라우영터에서 나온 옛 주춧돌

을 보관하고 있을 뿐 아무런 흔적이 없다.

천진한 초등학생들이 꿈꾸며 배우는 나주초등학교가 위치한 자리는 이렇듯 과거 참으로 슬픈 역사를 품은 곳이었다.

아이들은 과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오늘도 희망의 싹을 틔우며 내일로 나아간다.

군졸마을 고샅길 & 이광춘 여사 생가터

전라우영터 앞에는 조선시대 군졸들이 가까이 살기 위해 마을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영촌’이라고 불리우게 되었다. 군졸마을 고샅길은 옛 돌담길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

고, 고샅길 곳곳에 군졸의 생활상을 담은 그림들이 그려져 있다.

광주학생항일운동의 도화점이 되었던 나주역 사건의 이광춘 여사 생가터가 군졸마을에 있다. 이광춘 여사는 학생석방을 요구하며 시험을 거부하는 백지동맹을 이끌었다.

연필도 들지 말고 한 글자도 쓰지 말자는 백지동맹은 광주학생운동 중에 가장 돋보인 여학생 항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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