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05월 26일 02시 35분



2
3
3
3
4

목차

목차
서부길#03

나주읍성 고샅길 2천년의 시간여행 함께라서 더 좋다
서성벽길 & 서성문
연리지



나주읍성 고샅길 2천년의 시간여행

함께라서 더 좋다

서성벽길 & 서성문

위치 : 전라남도 나주시 서내동 118

‘거문고 소리를 들으며 학처럼 고고하게 살고자 하는 선비의 지

조가 깃든 집’. 바로 금학헌이다.

지조를 잊지 않아야한다는 이름까지 붙은 이 집에 살던 사람은 나

주목사였다.

목사는 동헌에서 집무를 보고 내아인 금학헌에서 생활하였다.

무너진 흔적을 따라 걷는다. 어쩐지 을씨년스럽기도 하다. 저 멀리 서성문이 보인다. 이 안쓰러운 흔적의 길은 서성벽길이다. 서성문도 일제강점기 민족혼말살정책의 일환

으로 동점문, 남고문, 북망문과 함께 부숴졌지만 성벽보다 먼저 복원되어 나주읍성의 과거를 알린다.

사적 제337호로 지정된 나주읍성은 고려시대에 지어졌다. 면적은 97만4390�, 성벽의 길이는 약 3.5km에 달했을 것이라고 한다. 나주는 당시 지방 중심도시인 8목 가운

데 하나였고, 조선시대에도 경제 문화 군사의 중심지였다. 중요한 도시였던 만큼 나주읍성은 그 규모도 컸지만 오랜 전통과 역사적 가치도 크게 지니고 있다.

서성문은 나주읍성 4대문 중 가장 슬픈 사연을 안고 있다. 동학농민운동에 관한 것이다. 1894년 7월 5일, 금성산에 진을 치고 있던 동학농민군들이 서성문을 공격했다. 호

남의 다른 대부분의 지방관아는 이미 농민군의 손에 넘어갔지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세곡을 바친다는 나주는 굳건하게 버티고 있었다. 농민군은 나주를 두 차례 공격했지만

끝내 서성문을 넘지 못하고 3000여명의 사상자를 남기며 대패하였다. 신망이 높기로 유명했던 민종렬 목사를 중심으로 270여명의 향리와 일가권속들 또한 자신들의 기득

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맞섰던 것이다.

동학농민군에게는 서성문을 지켰지만, 이 후 침략한 일본인들에 의해 나주읍성은 결국 무참히 사라지게 되었다. 조금이나마 옛나주읍성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이 서성문길

이다. 복원이 될 예정이지만 쓰린 상처는 낫기 어려울 것이다.

  추천여행 나주읍성 고샅길 마실가자 서부길#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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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벽길에서 만나요.

종만이 아저씨 집 구한말 나라가 어려울 때 땅 없는 사람들이 성터 위에 집을 짓고 살았다. 이종만 님의 집은 1940년대 지어졌으며, 나주읍성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서성

문 인근의 ‘두부집터’. 1942-1982년까지 두부를 만들어 팔았던 집으로 멀리서 두부를 사러올 정도로 유명했다.

연리지

유심히 봐야 알 수 있다. 평범한듯한 이 나무에는 뭔가 특별함이 있다. 연리지다.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나무가 하나가 되어 오랜 세월을 보내고 있다.

합쳐져 한몸이 된 연리지는 절대 다시 둘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금성교를 지나면 만날 수 있는 이 나무는 회화나무와 귀목나무가 서로를 껴안고 있다. 봄이면 두 종류의 잎사귀가, 가을이면 두 종류의 열매가 맺힌다. 하나의 몸이 되었지

만 자신의 본질은 잃지 않은 것이다. 이런 연리지를 보며 사람들은 가슴절절한 사랑을 생각하거나 지극한 효심을 떠올리고, 요즘에 들어서는 다문화가정과 관련지어보기도

한다. 자연이 보여주는 조화는 우리에게 다양한 사유의 기회를 주니 짧은 걸음을 걸으면서도 마음에 많은 것이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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