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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읍성 고샅길 2천년의 시간여행

고고한 선비의 길을 따라 걷다

나주향교

위치 : 전라남도 나주시 서내동 118

나주향교는 호남 최고의 학군으로 그 명성이 자자했다. 조선시대

나주향교의 교수로 재임하던 박성건은 그가 가르치던 교생 10명

이 동시에 사마시에 급제하자 감격한 마음을 금성별곡이라는 문

학작품으로 남기며 나주 사대부의 긍지와 패기를 보였다. 현재 국

내에 남아있는 향교 건물 중 최대의 규모와 건축양식으로 여전히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나주향교의 창건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고려 성종 6년 8월

전국 12목에 향교를 설치하면서 지어졌다고 한다. 그리고 조선

태조 7년에 지금의 규모로 중수되었다. 대부분의 향교는 전학후

묘로 되어 있지만, 나주향교는 서울의 성균관과 같이 전묘후학의

형태를 띤다. 제사공간인 대성전이 앞에 있고, 학문을 배우는 명

륜당이 뒤에 있다. 그래서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성균관을 복원할

때 나주향교를 참고하였다고 한다.

나주향교에는 독특한 점이 있는데 나주향교가 창건될 때 공자의 고향인 산둥지방에서 흙을 가져와 대성전의 벽에 발랐다고 한다.

이곳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지극한 정성과 마음이 느껴진다. 대성전은 보물 제 394호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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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전 뒤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실인 명륜당, 그리고 그 양쪽에 기숙사인 동재와 서재가 있다. 그 사이의 터에는 선이 커다랗게 둘러져 있다. 수업을 마친 유생들이 이 선

을 돌며 배운 것을 복습하곤 했다고 한다. 조용히 읊조리며 한 발 한 발 신중히 내디뎠을 모습이 눈에 선해진다.

이곳에서 드라마 성균관스캔들이 촬영됐다고 하니 왠지 더 쉽게 상상이 된다.

여느 향교처럼 이곳에도 600년이 넘는 세월동안 자리를 지켜온 커다란 은행나무가 있다. 향교의 은행나무는 공자가 은행나무 아래에서 제자를 가르쳤다는 이야기에서 유

래하며 공자의 정신을 기리다고 한다.

또 벌레가 꼬이지 않는 은행나무처럼 유생들이 올바른 길을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심는다고도 한다.

공자처럼, 또 은행나무처럼 유생들이 올곧은 선비가 되려 노력했기에 나주향교가 지금껏 그 가치를 높게 가지고 있을 것이다.

사마재길

사마시는 생원진사시라고도 불리는데 생원시는 유교 경전에 대

한 이해를, 진사시는 문학적 능력을 측정한다. 이 시험에 합격한

생원과 진사들이 모여 학문을 연마하고 후진을 양성하던 곳을 사

마재라고 불렀다. 전라도의 ‘라’가 나주의 첫글자에서 따온 것이

보여주듯 호남의 대표 고을이었기에 나주목의 사마재는 그 규모

가 상당히 컸다고 한다. 나주의 사마재는 1879년 목사 백낙연이

창건하였다.

생원이나 진사가 되어 성균관에 입학하거나 관직을 갖게 되는 경

우도 있었지만 최종목표를 생원, 진사 그 자체에 두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알려진다.

이것은 선비로서의 소양을 검증받으며 가문의 영예를 위한 목적이 훨씬 컸다는 것을 뜻한다. 조선시대 당시 가문이나 지역의 위상을 이야기할 때 얼마나 많은 생원 혹은 진

사를 배출해 냈는가를 가장 먼저 따졌다고 하니 사마재의 선비들의 위신이 어느 정도였을지 이해가 간다.

향교와 사마재를 생각하다보면 이 길의 분위기가 달라짐이 느껴진다. 장소마다 성격이 다르고,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듯 이곳에 흐르는

공기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힌다. 이 길을 걸으며 사마재로 향했을 생원, 진사들을 상상하다 보니 힘겹던 수험생 시절 서로를 격려했던 친구들이 생각난다. 좋은 길동무가

있으면 먼 여정이라도 더 짧게 느껴진다고 하는데, 그들도 길고 긴 학문의 길에 서로 힘이 되어주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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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마재길을 따라 걷다 보면 ‘둑제사길’을 마주하게 된다.

둑제사 고샅길은 나주읍성 서성문에서 관아로 이어지는 길로 둑신을 모시던 둑제당이 있던 곳이다. 제를 올리며 전쟁이 일어나질 않길 빌었고, 전쟁시에는 승리하길 기원했

던 곳으로 1930년경 까지 남아 있었다고 한다.

이로당과 소나무

길가에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 소나무 하나가 몸을 내밀고 있다.

소나무의 뿌리가 내려앉은 곳이 바로 이로당이다.

이로당은 1925년 창설된 나주노인회의 본거지이지만, 과거에는

나주목의 육방관속의 우두머리인 호장과 호방이 사무를 보던 주

사청이 있었다.

원래의 주사청은 지금보다 더 넓었지만 새도로가 생기면서 주사

청의 부지가 도로에 편입되었다고 한다.

문 옆의 소나무가 원래는 마당 한가운데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해보게 된다. 이곳에는 나주향토문화유산 1호로 지정된

조선시대 나주 향리와 관련된 고문서들이 있다.

1940년 나주읍사무소의 천장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21점의 고문

서가 발견되었는데 이것을 이로당으로 옮겨 온 것이다.

이로당은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이 자료들 뿐 아니라 나주노인

회와 관련된 근현대 자료들도 함께 보관하고 있다.

범상치 않게 솟아있는 소나무는 400년 수령의 해송이다. 몸을 뒤틀며 승천하는 용과 같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용나무라고도 불린다. 오랜 세월동안 할머니의 할머니, 그 할

아버지의 할아버지까지도 지켜보았을 소나무를 이곳의 사람들은 소중히 여긴다.

1998년 8월에 나주시의 보호수로 지정되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이 침묵의 나무는 앞으로 더 많은 비밀과 사연을 지켜보며 이곳의 상징이 될 것이다.

향교길에서 만나는 역사를 간직한 곳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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