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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읍성 고샅길 2천년의 시간여행

그곳은 그 시간을 기억한다

명당거리

예부터 나주는 탐나는 곳이었다. 금성산과 영산강, 비옥한 나주평

야가 그 이유이다.

조선의 실학자였던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나주의 지세가 한양과

닮았다고 하여 많은 사람들이 작은 서울이라는 뜻의 소경이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정도전은 ‘산천은 아름답고 인물은 번성하니 남방의 거진(��))

이다’, ‘금성산은 단중하고 기위하여 동북에 웅거하였으니 나주

의 진산이다’라고 하였다.

나주는 경제, 군사, 정치적 요충지로 호남 역사의 중심에 있었다.

나주는 후백제의 견훤이 후삼국 통일을 이루기 위한 영지로 삼았

고, 고려 태조 왕건도 나주를 점령하며 고려를 건국하는 토대로

삼았다.

삼별초 항쟁과 동학농민운동의 세력이 나주를 넘지 못하며 뜻을

꺾이게 되었다. 그로인해 나주를 갖지 못하면 업을 이루지 못한다

는 말이 생기게 되었다고 한다.

금성산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번영과 안녕을 빌었던 명산이었다. 금성산에는 금성산신을 모시는 금성당을 5개 두어 매년 봄 가을 제사를 지냈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사였다. 산 정상에 상실사, 중턱에 중실사, 산기슭에 하실사와 국제사 그리고 성안에 이조당이 있었다.

그 중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이조당이 있던 자리를 아직까지 ‘명당거리’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뿌리 깊은 명당 중의 명당을 우리는 거닐고 있다.

이처럼 평범해 보이는 거리가 그토록 거창한 역사를 담고 있다니 사뭇 분위기가 다르게 느껴진다.

사창거리와 느티나무

사창과 관련된 모든 것은 사라졌지만 느티나무 한 그루가 남아

400년째 남아 이곳이 사창거리임을 알린다. 마을 사람들은 400

년 된 당산나무(느티나무)가 있어 당산거리라고도 부른다. 조선

시대 이곳에는 사창이 있었다.

사창은 정부의 양곡창고를 뜻하는 말로, 관인들이 먹을 곡식을 보

관하였다. 관아와 시장이 가깝고, 사방으로 잘 발달된 도로가 있

어 이곳에 사창이 생기게 되었다.

느티나무 아래에는 평상이 있다.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이곳에서 쉬어가자.

바로 건너편에 있는 금성관의 600년 된 은행나무가 높이 솟아 있

다. 사창거리의 느티나무가 심어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켜보아

왔을 오랜 이웃이다.

뒤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좁디 좁은 골목이 보인다.

이곳의 낡은 집들에은 그 옛날 사창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묵던 숙

소였을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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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였을 것이라고 한다.

사창은 6 25 때 불에 타 사라졌다.

이곳에서는 매년 정월이면 특별한 행사가 열리기도 하였다. 나주의 동부와 서부로 편을 나눠 줄다리기시합을 하였는데, 여기에는 부역면제권이 걸려 있었다.

그래서 즐거운 축제의 이벤트 중 하나였음에도 혼신의 힘을 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서부 줄은 남자들이, 동부 줄은 여자들이 만들었는데 총 300m에 이르렀다.

신령스러운 금성산이 서쪽에 있어서인지 언제나 서부가 이겼다고 한다. 그래도 분명 모두가 행복한 축제였을 것이다.

사매기와 향청터

메마른 이 땅에 전에는 물이 흘렀다고 한다. 그랬으니 당연하게도 다리가 있었다. 사매기는 고려 현종이 북방의 거란족의 침입으로 나주로 피난을 왔는데 그때 네 마리 말이

끄는 수레를 타고 다리를 건넜다는 데서 유래하였다. 사마교라는 단어가 여러 사람들이 입에 회자되다 보니 어느새 사매기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네 마리나 되는 말이 끌었다니 흔히 보기 힘든 규모로 마을사람들에게 큰 인상을 주었을 것이다.

후에 물길은 사라지고 대신 마을이 생겼다. 그리고 사마교가 있던 곳의 이 길을 사매기길이라고 부르고 있다. 사마교의 흔적은 금성관 뜰에 사마교비로 남아있다.

금성관 뒤쪽에는 향청이 있었다. 향청은 향리를 단속하던 지방자치기관이다. 향청은 마을의 토착양반들로 구성되어 외지에서 온 향리에게 마을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또

향리의 부정을 단속하기도 하였다.

여수순천사건 때 불에 타 사라져 지금은 길가에 아쉬움만 남겨 있지만 복원 예정에 있으니 이제 곧 향청을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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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매기길에서 만나는 고샅길 이정표

사매기길과 사창거리로 향하는 길에서 고샅길 서부길 도보코스와 동부길 자전거 코스를 알기 쉽게 표기해 둔 대형지도를 만날 수 있다.

이 곳에서 잠깐의 휴식과 함께 다음 목적지를 확인하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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