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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읍성 고샅길 2천년의 시간여행

꿋꿋이 살아온 징한 세월의 길을 기억한다
서부길은 조선시대 서부면 구역으로 향리들이 모여 살 던 성 안 동네를 둘러보는 도보 코스로 약 3km 정도이다.

금성관

위치 : 전라남도 나주시 금성관길8

전화번호 : 061-330-8114

천년고도 목사고을인 나주 시간여행의 시작은 금성관이다. 수백

년 전 나주를 방문하던 손님들이 그랬듯, 지금 우리도 이곳에 머

물러 본다.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컸다는 나주의 객사인 금성관은

여전히 웅장한 모습으로 손님들을 맞이한다.

외삼문인 망화루를 지나 수백 년의 이야기가 고여있는 금성관으

로 들어가 보자.

조선시대 객사

금성관은 고려시대에는 나주로 출장오게 된 관리들이나 외국사

신들이 머물다 가는 객사였고, 조선시대에는 지방궁궐을 뜻하는

‘정청’의 역할도 맡게 되었다. 금성관에는 임금을 상징하는 전폐

와 궐폐가 모셔져 있어,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망궐례를 올렸다.

금성관과 나란히 지어진 서익헌과 동익헌은 중앙관리들이 숙소

로 사용하며 집무를 보았다.

1337년 창건된 금성관은 조선 성종(1495~1479) 때 나주목사로 부임했던 이유인에 의해 지금의 크고 웅장한 모습으로 완성되었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숱한 이야기

들을 보고 들어왔다. 임진왜란 때 의병장 김천일의 출병식이 있었고, 일제에 의해 시해된 명성황후의 관을 모셔 항일정신을 높이기도 했다. 두터운 시간의 공기가 쌓인 만큼

그 가치가 크다. 널찍한 마루에 앉아 잔잔히 흐르는 역사의 바람을 느껴보자. 벌써 600년이 넘게 금성관에서 지내온 은행나무가 여전히 고요하게 이곳과 세월을 함께하고

있다.

  추천여행 나주읍성 고샅길 마실가자 서부길#01

금성관 정수루 징고샅길

서부길#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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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naju.go.kr/tour/recommend
http://www.naju.go.kr/tour/recommend/alley
http://www.naju.go.kr/tour/recommend/alley/seobu01


망화루를 나와 정수루로 향하기 전에 ‘의열각’을 만날 수 있다.

나주 동학농민군 접주 나동환과 부인 정씨의 의열을 기리기 위해서 세웠다. 나동환(1849-1937)은 1894년 500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나주성 공격에 참가했다. 전봉준이 체

포된 후 동학농민군이 해산되자 함평군 월야면 연암리의 처가로 은신했고, 부인 정씨는 남편과 아들을 다른 곳으로 피신시킨 뒤 자신은 관군들에게 붙잡혀 고문을 받다가

사망했다.의열각(���)에는 [나주나공동환의적비(���������)]와 [효열부진주정씨행적비(����������)]가 함께 세워져 있다.

정수루

위치 : 전남 나주시 금계동

전화번호 : 061-330-8114

나주관아의 정문인 이곳에서는 의관을 단정히 하여야 한다. 정수

루 앞에는 왕을 상징하는 금성관이 자리하고 있으니 당시에는 어

쩌면 당연히 갖추어야 할 예의였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주목민

들을 향한 마음도 담겨 있는 곳이다.

자연히 보게 되는 커다란 북은 나주목민들의 감출 수 없는 억울함과 한을 풀어주는 것이었다.

북소리가 울려퍼지면 목사는 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선정을 베풀고자 하였다.

정수루는 조선 선조 36년에 나주목사로 부임한 우복룡이 시를 짓고 풍류를 즐기고자 건립하였다고 한다. 2층에 있는 북은 학봉 김성일 나주목사에 의해 목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설치되었다. 조선시대 이후에는 북을 쳐서 시간을 알렸다고 한다. 하지만 6`25전쟁 때 분실되어 1986년 다시 설치되었다. 정수루의 북에 매년 제야행사 때 나주에 울

려퍼진다. 34명의 각계각층의 분야별 대표들이 34번 북을 울리는데 이 숫자는 나주시 관내 주요산악과 하천의 개수를 합한 것이다. 40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주목을

울려온 따뜻한 목사의 정신과 마음은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다.

정수루 바로 옆 ‘나주시 관광 안내소’를 놓치지 말자.

관광안내소에서는 나주읍성 고샅길 서부길, 동부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매일 11, 13, 15, 17시 (하계 해당)에는 관광해설투어도 진행한다.

참말로 징하다 - 징고샅길

전라도 사람들이 가장 자주 쓰는 말 중 하나인 ‘징하다’는 ‘징그럽다’ 정도로 해석

한다. 징고샅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징그럽게 길어서’ 라고도, 이 고샅길을

걷는 것이 ‘징그럽게도 힘들어서’ 라고도 한다. 우리의 역사 중 가장 힘들고도 힘

들었던 일제강점기 시절, 수탈의 설움이 이 고샅길에도 진하게 남겨있기 때문이

다.

이 길에서는 일본인들이 살았던 적산가옥의 흔적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일본관사

가 있었고, 죽물주식회사, 잠사공장 등이 있었다. 곡창지대인 나주를 일본인들은

잠식했고, 그들이 웃으며 북적이던 이곳에서 나라를 잃은 우리민족은 노동력을 착
(http://www.naju.go.kr)



잠식했고, 그들이 웃으며 북적이던 이곳에서 나라를 잃은 우리민족은 노동력을 착

취당하며 힘겹게 삶을 버텨나가야 했다. 죽지 못해 살아야 했던 당시의 설움도 함

께 담겨 있는 이 길에 대해 알고 나니 마냥 쉽게 지나쳐지지 않는다. 정말 징한 세

월이었고, 여전히 서럽다.

이제는 사라진 옛 나주잠사는 나주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인 ‘나비센터’가 될 예정이다. 문화교육공간, 시민사랑방, 예술체험 및 시민문화상품 제작 공간 등이 들어서고 다

양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어 나주 시민들과 새로운 모습으로 함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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