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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일제강점기의 민족운동은 혈연과 지연을 바탕으로 했을 때, 보다 강한
결속력과 격렬한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일제시기의 민족운동은 마을이
나, 문중 단위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연구 역시
활발히 진행되었다.1)
* 안동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마을 단위 민족운동의 연구사례로는 林椿洙, ｢淸州 高靈申氏門中의 開化事例 硏究｣,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 장세옥, ｢일제하 부여지역 동족마을의 농민운동
연구－부여 장정마을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박찬승, ｢근
현대 사회변동과 진도 동족마을 주민의 대응－식민지 시기 細嶝里를 중심으로－｣,
ꡔ지방사와 지방문화ꡕ 3권, 역사문화학회, 2000 ; 장세옥, ｢일제하 부여지역 동족마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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慶尙北道 榮州市 文殊面 水島里 무섬마을은 宣城金氏와 潘南朴氏가
터 잡고 살아온 전통마을이다. 두 문중이 300~400년 동안 살아오면서 통
혼으로 얽혀 일체감을 보여 왔다. 게다가 근대 이전에는 가학의 전통으
로, 근대 이후에는 야학운동을 통해 두 문중은 상당한 유대감을 형성하였
다. 지금도 무섬마을의 그러한 전통은 크게 변하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무섬마을 출신이 독립운동유공자로 포상 받은 인원은 5명이다. 이것은
2010년 현재 영주지역 전체 포상자 63명 가운데 약 1/10에 해당하는 상당
한 수치이다. 이외에 포상되지 않은 인물들까지 모두 합하면 약 20여 명
에 이른다. 포상자들은 선성김씨 문중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들의 민족운
동은 1920년대 후반의 사회운동과 1930년대 전반의 적색농민조합운동에
집중되어 있다. 대개 민족운동의 전개과정은 의병과 계몽운동, 광복회로
대표할 수 있는 1910년대 군자금 모집 활동, 1919년의 3·1운동으로 이어
진다. 그런데 무섬마을의 경우, 이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곧바로 1920년
대 후반 사회운동으로 나타난다. 또한 무섬마을의 경우 두 문중 가운데
한 문중에서만 포상자가 배출되었다. 이는 민족운동 전개에 있어 상당히
독특한 경우라고 생각된다.
<표 1> 항일투쟁 현장에 이름이 등장하는 무섬사람
번호

이름

1
2
3

金華鎭

異名

생년월일

훈격(년도)

金性奎

1904년 2월 7일

건국포장(1994)

金鍾鎭

1904년 9월 15일

애족장(2001)

1904년 10월 17일

애족장(1995)

金茁浦

의 농민운동 연구｣, ꡔ湖西史學ꡕ 33, 호서사학회, 2002 ; 박찬승, ｢20세기 전반 동성마
을 영보의 정치사회적 동향｣, ꡔ지방사와 지방문화ꡕ 6권, 역사문화학회, 2003 ; 신창
균, ｢한말－일제강점기 安東 義城金氏 내앞(川前)문중의 사회경제적 변화｣, 안동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신창균, ｢민족운동에 따른 傳統名家의 사회경제적 변화
－安東 義城金氏 내앞[川前]문중의 경우｣, ꡔ한국근현대사연구ꡕ 27집, 한국근현대사
학회, 2003 ; 김건태, ｢독립·사회운동이 傳統 同姓村落에 미친 영향－1910년대 경상
도 안동 천전리 사례－｣, ꡔ大東文化硏究ꡕ 54집,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200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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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金季鎭(啓鎭)

5
6
7

金宇鎭(寧鎭)

金承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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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 1월 24일

애족장(2005)

金命鎭

1908년 12월 15일

건국포장(2008)

金光鎭

1908년

미포상

1913년

미포상

金庸鎭

8

金熙奎

1908년

미포상

9

金宇奎

1906년 4월 21일

미포상

10

金龍漢

1904년 7월 13일

미포상

11

朴贊夏

1912년 1월 26일

미포상

12

朴贊尙

1916년 6월 9일

미포상

13

朴承民

1904년 11월 27일

미포상

14

朴承緖

1914년

미포상

15

朴海陽

1912년 7월 20일

미포상

16

尹比澤

1905년

미포상

17

金東聖

1905년

미포상

朴江兒之

그런데 아직 무섬마을 선성김씨 문중의 민족운동에 관한 선행 연구는
없다. 다만, 영주지역의 민족운동이나 부문별 운동을 다루는 가운데 언급
된 정도이다.2) 그래서 이 글에서는 무섬마을 선성김씨 문중 청년들의 민
족운동을 통해 192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 전반 민족운동의 한 가지 사
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Ⅱ장에서는 무섬마을 선성김씨 문중
민족운동 전개의 배경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Ⅲ장에서는 무섬마을 선성
2)

조찬석, ｢1920년대 경북지방 청년운동｣, ꡔ인천대학교 논문집ꡕ, 1980 ; 김도형, ｢1920
년대 경북지역의 농민운동｣, ꡔ한국근현대지역운동사Ⅰ－영남편ꡕ, 1993, 여강 ; 김일
수, ｢1930년대 경북지역의 조공재건운동과 혁명적 대중운동｣, ꡔ한국근현대지역운동
사ꡕⅠ(영남편), 여강, 1993 ; 지수걸, ꡔ일제하농민조합운동 연구ꡕ, 역사비평사, 1993
; 강윤정, ｢‘안동콤그룹’의 조선공산당 재건운동｣, ꡔ안동사학ꡕ 8집, 안동대학교 사학
과, 2003 ; 이윤갑, ｢일제하 경상북도 지역의 신간회 지회운동｣, ꡔ동방학지ꡕ 123, 연
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4 ; 최병덕, ｢1930년대 초 안동지역 사회주의세력의 민족
해방운동: ｢안동콤그룹｣의 조직과 활동｣, ꡔ대한정치학회보ꡕ, 대한정치학회, 2004 ;
경북대학교 대형과제연구단, ｢일제하 영주지역 야학운동｣, ꡔ근현대 대구·경북지역
사회변동과 사회운동ꡕ 1, 정림사, 2005 ; 김일수 외, ꡔ영주독립운동사ꡕ, 영주시, 2006
; 김희곤 외, ꡔ봉화의 독립운동사ꡕ, 봉화군, 2007 ; 김희곤, ꡔ안동 사람들의 항일투쟁ꡕ,
지식산업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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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문중의 1920년대 후반 민족운동에 대해 살필 것이다. Ⅳ장에서는 亞
島書塾 설립을 통한 무섬마을에서의 교육운동을 살필 것이다. Ⅴ장에서
는 1930년대 영주지역 적색농민조합운동의 전개를 통해 무섬마을 청년들
의 민족운동이 1920년대와 달리 어떻게 변화된 양상을 보이는지 살필 것
이다. 특히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적색농민조합운동 가운데 두 번째로
일어난 ‘榮州赤農再建鬪爭委員會’는 그 활동의 무대가 바로 무섬마을이
었다.
이를 위해 무섬마을 사람들의 활동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일제가 남긴
판결문과 형사사건부, 신무자료 그리고 포상자의 후손과의 면담자료,3)
당시 마을의 주민이 남긴 회고록4) 등을 참고할 것이다. 그런데 같은 사
실을 서술한 자료 가운데 서로 다른 사실을 기술하였거나 시간, 이름 등
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5) 이런 경우에는 사건 당시 생
산된 원자료를 우선으로 삼고 원자료 가운데에서도 판결문 내용에 비중
을 두어 글을 작성했다.6)
3)

면담자는 다음과 같다.
번호 이름 나이 면담 일시
관련사항
장소
1 김운한 89
김화진의 조카
2 김제벽 66 2010.01.17
김명진의 아들
충무로 대림정
3 이원정 77
김명진의 조카, 이선호의 아들
4 김운한 89 2010.11.16
김화진의 조카
전화통화
박찬하의 아들
수도리 자택
5 박종우 69 2010.11.18
(무섬마을 보존회 회장)
6 박윤우 84 2010.11.18
무섬마을 거주
수도리 자택
7 김한세 72 2010.11.18 전 무섬마을 보존회 회장 수도리 마을회관

4)

김운한, ꡔ亞島書塾記ꡕ(필사본), 1994.
김명진의 경우가 그러하다. 김명진은 호적상 이름이 ‘金命鎭’이다. 하지만, 그가 영
주적농재건투쟁위원회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출감할 때 신문보도에는 그의 이름
이 金明鎭으로 표시되어 있다(｢金鍾鎭·金明鎭等 假出獄出監｣, ꡔ조선중앙일보ꡕ
1936.2.28).
당시 생산된 원자료는 관변자료 이외에 신문자료가 있다. 이 가운데 판결문은 경찰
과 검찰의 취조에 의하여 작성되는 검사국의 기소내용을 증거주의에 입각하여 걸러
낸 뒤 물증이 있는 혐의 사실만을 수록한 것이기 때문에 신문에 보도된 사건 내용보
다 좀 더 객관적인 사료라고 볼 수 있다(지수걸, ꡔ일제하농민조합운동연구ꡕ, 역사비
평사, 1993, 31쪽).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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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족운동 전개의 배경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는 조선시대에 榮川郡 振穴面 소속이
었다. 수도리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榮州郡 平恩面이 되었다가
1983년 다시 문수면에 편입되었다. 수도리는 동쪽으로 평은면 龍穴里, 서
쪽으로는 문수면 炭山里, 남쪽으로 安東市 北後面, 북쪽으로는 문수면 繩
門里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영주시내에서는 14km 정도 떨어져 있다.
수도리는 두 개의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무섬이라 불리는 마을과
소두리라고 불리는 마을이다. 무섬마을은 선성김씨와 반남박씨로 구성된
동성마을이며, 소두리 지역은 마을 구성원의 성씨가 다른 각성마을이다.
무섬마을은 내성천과 서천이 마을 뒤에서 합쳐져 마을을 둘러싸고 휘돌
아, 마치 섬과 같이 되어 있으므로 무섬 또는 수도리로 불렸다.7)
〈그림 1〉무섬마을 위치

7)

경상북도, ꡔ慶北마을誌ꡕ, 신흥인쇄소, 1992, 7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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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韓國近世五萬分之一地形圖(1914년)

무섬마을에 처음 입향한 사람은 반남박씨 문중의 朴檖다. 박수가 17세
기 전반에 입향한 이래, 영조 말, 반남박씨 문중의 사위로 선성김씨인 金
臺가 들어왔다.8) 1935년 전국의 동성마을을 조사한 결과, 무섬마을의 형
성시기는 당시로부터 약 200여 년 전으로 조사되었다.9)
무섬마을의 선성김씨 문중은 반남박씨·豊山金氏·豊山柳氏·開城高
氏 등과 혼인이 잦았다. 입향조인 김대 이후 6대 동안, 풍산류씨와 11회
에 걸쳐 통혼한 흔적이 보이는데,10) 이는 무섬마을 선성김씨 문중이 안
동의 남서부 지역과 함께 병론에 가담하는 계기가 되었다. 병호시비가
일어났을 때 무섬마을의 선성김씨 문중은 하회의 풍산류씨, 가일의 안동
권씨, 오미·오록의 풍산김씨 등과 함께 병론에 가담했다. 병호시비 당시
8)

9)

10)

宣城(禮安)金氏世譜編纂委員會, ꡔ宣城(禮安)金氏世譜ꡕ(上), 回相社, 1999에 김대의
처가 반남박씨로 기록되어 있다.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 ꡔ朝鮮の聚落ꡕ 後篇, 민속원, 2008. 이에 대해 정진영은 젠
쇼 에이스케의 ꡔ朝鮮の聚落ꡕ은 입향조와 마을의 구전을 근거로 동족마을의 형성시
기를 추정하였기 때문에 실제 동족마을의 형성은 훨씬 이후에나 가능했다고 보고
있다(정진영, ｢조선 후기 동성마을의 형성과 사회적 기능－영남지역의 두 班村을
중심으로－｣, ꡔ한국사론ꡕ 21, 국사편찬위원회, 1991, 36쪽 참조).
무섬마을 사람들의 통혼관계에 관한 내용은 선성김씨세보(宣城(禮安)金氏世譜編纂
委員會, ꡔ宣城(禮安)金氏世譜ꡕ(上), 回相社, 1999)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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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섬마을 선성김씨 문중이 병론에 가담한 흔적은 ꡔ廬江顚末ꡕ과 ꡔ廬江志ꡕ
를 통해 찾을 수 있다.11)

〈표 2〉병호시비 관련 문중
屛論

虎論

姓氏

인물 수(%)

姓氏

인물 수(%)

풍산 류

22(27.2)

의성 김

32(40.5)

진성 이

14(17.3)

전주 류

16(20.3)

진주 정

11(13.6)

진성 이

11(13.9)

풍산 김

5(6.2)

한산 이

8(10.1)

선성 이

4(4.9)

안동 김

5(6.3)

순흥 안

3(3.7)

고성 이

2(2.5)

안동 권

3(3.7)

부림 홍

1(1.3)

진주 강

3(3.7)

안동 권

1(1.3)

광산 김

2(2.5)

연안 이

1(1.3)

반남 박

2(2.5)

영천 이

1(1.3)

안동 김

2(2.5)

재령 이

1(1.3)

청주 정

1(1.3)

여주 이

2(2.5)

인동 장

2(2.5)

선성 김

1(1.2)

영천 이

1(1.2)

청주 정

1(1.2)

함양 박

1(1.2)

함창 김

1(1.2)

병론에 가담한 문중은 흥선대원군과 관계를 가졌다는 특징이 있다. 이
것은 대원군이 영남을 주유할 때 柳厚祚의 집에서 유숙을 하였다는 야사
나, 대원군 집정기에 류후조가 정승을 지낸 사실 등을 통하여 알 수 있
다.12) 무섬마을의 선성김씨 문중은 海愚堂 金樂灃이 대원군과 상당한 친
11)

아래의 표는 한상우가 ꡔ여강전말ꡕ과 ꡔ여강지ꡕ에 나오는 병론과 호론 문중에 대하
여 정리한 것을 재인용 한 것이다(한상우, ｢조선후기 의성김씨 천전파의 통혼권: 병
호시비와 관련하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동아시아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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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쌓았다. 김낙풍은 대원군 집정기에 금부도사를 지냈으며, 대원군과
친구사이였다. 지금까지 무섬마을에 남아있는 김낙풍의 집인 해우당 고
택의 현판은 대원군의 친필이기도 한다.
병론에 가담한 문중은 대개 의병에 소극적이었다. 예를 들자면, 안동
에서 의병이 일어났을 때 병론에 가담했던 오미마을의 풍산김씨 문중은
의진에 직접 나서기보다는 자금지원을 하는 선에 머물렀다. 무섬마을의
선성김씨 문중 역시 마찬가지다. 영주에서는 풍기·순흥·영주에서 의병
이 일어났으나 선성김씨 문중의 인물이 의병에 가담한 흔적이 없다. 또
한 선성김씨 문중은 계몽운동에도 소극적이었다. 전기의병이 마무리되고
순흥과 영주읍내에 신식학교가 들어섰지만, 무섬마을 청년들이 신식교육
을 받은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무섬마을 사람들이 사회변혁에 선
뜻 나서거나 동참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무섬마을 선성김씨 문중의 민족운동은 192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시작
되었다. 그 길을 연 사람들은 사회주의를 수용한 청년들이었다. 무섬마
을 선성김씨 문중 청년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사회주의를 수용하였는
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1922년에 김화진이 진학을 목적으로 일본
으로 건너간 후 진학을 포기하고 노동에 종사할 때 어떤 식으로든 사상
의 전환이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하지만 이를 밝혀줄 수 있는 명확
한 자료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영주지역의 사회주의자들과 무
섬마을 청년들은 영주공립보통학교 졸업자 내지 수료자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13) 게다가 무섬마을에서는 서울이나 일본으로 유학을 떠난 인
물이 많았다.14) 이로 미루어볼 때 무섬마을 청년들은 영주지역 사회주의
12)

대원군이 만난 인물은 상주의 류후조를 비롯한 병론계열의 인물들이 대부분이었다
(정진영, ｢19세기 후반 嶺南儒林의 정치적 동향－萬人疏를 중심으로－｣, ꡔ민족문화
연구총서ꡕ 21,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8, 110쪽 참조).
13) ｢昭和 8年 刑公 第1101號 권우섭 등 판결문｣, 1933.12.22, 대구지방법원 ; ｢昭和 9年
刑公 第499號 안상윤 등 판결문｣, 1934.7.2, 대구지방법원 참조.
14) 무섬마을 출신 인물 가운데 김화진이 일본 유학을 떠났으며, 金奉鎭은 서울에서 연
희전문을 다녔다. 金應植은 중앙고보를 다녔고, 金天奎는 보성전문을 나와 일본으로
떠나 영화배우로 활동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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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과 얽혀 사회주의를 수용하면서 1920년대 후반 영주지역 사회운동에
참여하게 된 것 같다.
무섬마을에서 사회주의를 받아들인 인물들은 대개 마을 안의 대표적
인 명문가 출신이다. 김화진은 해우당 김낙풍의 증손이며, 반남박씨 문중
의 박찬하 역시 조선 말 병조참판을 지낸 吾軒 朴齊淵의 후손이다. 즉,
무섬마을의 사회주의 수용은 안동문화권의 사회주의 수용과 그 맥을 같
이한다.15)

3. 1920년대 후반 영주지역 사회운동 참가
1) 영주지역 사회운동으로의 첫 걸음
1920년대 후반의 사회운동은 1925년에 조직된 조선공산당의 영향 아래
에서 사회주의자들이 주도했다. 청년운동은 1926년 11월 25일에 있었던
정우회선언 이후 조직된 조선청년총동맹의 지도로 각 지역에 설립된 청
년회가 군 단위로 통합되는 양상을 보였다. 농민운동의 경우, 1927년 조
직된 조선농민총동맹의 지도 아래, 각 지역에 조직되었던 기존의 소작조
합을 비롯한 농민단체가 군단위의 농민조합으로 통합되었다. 한편 1920
년대 사회주의의 대두로 분열된 민족운동계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움
직임으로서 조직된 신간회는 각 지역에 지회를 만들어 활발히 활동하였
다.16) 영주에서도 이 흐름이 나타났다. 그 결과 1927년 11월 24일에 榮州
15)

16)

심상훈은 안동문화권 사회주의 수용의 성격 가운데 하나로 안동문화권 사회주의자
들이 대개 명문가 출신이라는 것을 꼽고 있다(심상훈, ｢1920년대 경북 북부지역 유
학적 지식인들의 사회주의 운동과 성격｣, ꡔ국학연구ꡕ 4집, 한국국학진흥원, 2004,
227~231쪽 참조).
신용하는 신간회 설립의 내적 배경을 3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사회주의의 유
입으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분화가 일어났다. 둘째, 민족주의 계열 내
부에서 자치론이 대두하여 완전독립론, 절대독립론이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셋
째, 일제의 사회주의 계열 민족운동의 탄압으로 세력이 약화된 사회주의 계열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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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年同盟이, 1929년 3월에는 榮州農民組合이 세워졌다. 新幹會 榮州支會
창립대회는 1927년 8월 29일 영주청년회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 무렵부터 무섬마을 선성김씨 문중 청년들의 활동이 자료에 나
타나기 시작한다. 이들은 영주청년동맹을 중심으로 영주농민조합, 신
간회 영주지회에서 활동을 펼쳤다. 영주지역은 대체로 신간회와 농민
운동이 청년운동보다 취약했다. 이에 비해 영주청년동맹은 청년운동
부문에서의 활동에 머물지 않고 군내 사회문제에 목소리를 내며, 농
민조합과 신간회 영주지회 등과 함께 활동했다. 따라서 1920년대 후
반 무섬마을 청년들의 활동 역시, 청년동맹이 중심이 되었다.
무섬마을 청년들의 1920년대 후반 활동은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1928년 전반까지는 영주청년동맹 평은지부 설치운동을 통해 영주지역의
사회운동에 갓 참여하는 단계였다. 하지만 1928년 후반 들어 영주청년동
맹의 주요 간부를 맡고 1929년에 들어서며 신간회 영주지회와 영주농민
조합까지 참여하는 등 영주지역 사회운동의 활동 폭을 넓혀갔다.
1927년 말부터 무섬마을 청년들은 영주청년동맹 평은지부를 설립하는
일에 힘을 기울였다. 이들의 노력으로 영주청년동맹 평은지부는 영주청
년동맹의 지부 가운데 세 번째로 설립되었다. 평은지부는 1928년 2월 7일
平恩面 金光里에서 창립대회를 개최하였다. 창립대회의 식순은 다음과
같다. 준비측 대표인 金世鎭이 사회를 맡아 개회를 선언하고 임시집행부
를 구성했다. 다음으로 준비측의 경과보고가 있었다. 그 후, 우의단체에
서 보낸 4통의 축문이 낭독되고 영주청년동맹 집행위원인 申壽鉉이 간단
히 취지를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집행위원을 선출하였는데, 무섬마을 출
신으로는 김광진이 선출되었다. 이날 열린 집행위원회에서 집행위원의
부서를 선정했으며, 김광진은 조사연구부를 담당하였다.17)

17)

족운동가들이 대중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비타협적 민족주의세력과의 민족협동전선
의 형성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신용하, ꡔ신간회의 민족운동ꡕ, 독립기념관 한국
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16~24쪽 참조).
｢榮州靑盟 平恩支部 設置大會｣, ꡔ조선일보ꡕ 192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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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이후, 약 1년간 평은지부의 활동내용은 자료에 나타나는 것이 없
다. 다만, 창립 1주년 기념식을 일제가 금지시키는 것으로 보아,18) 평은
지역의 사회문제 등에 활발히 참여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1929년
이후, 영주청년동맹 평은지부에 대한 신문보도가 상당히 잦아진다. 아마
도 영주청년동맹의 핵심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무섬마을 청년들의 활동
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 무렵 무섬마을 청년들은 영주청년동맹 평은지부 활동 외에 영주청
년동맹 본부에서도 활동하기 시작했다. 1927년 11월 25일 열린 영주청년
동맹 집행위원회에서 김성규가 조사연구부 담당 집행위원에 선출되었
다.19) 또한 일본에서 1928년 2월에 귀국한 김화진이 영주청년동맹에 가
입하여 3월경 집행위원에 선출되었다.20)
1927년 후반부터 1928년 전반기까지는 무섬마을 청년들이 막 사회운동
에 나서기 시작한 시기였다. 이 시기까지는 무섬마을 청년들이 영주지역
사회운동의 핵심부에 진입한 시기가 아니었다. 그 증거로 이들의 활동은
영주청년동맹 평은지부 설립과 영주청년동맹 간부선임 이외에 자료에
나타나는 것이 없다.

2) 영주지역 사회운동 핵심부 진입
1928년 후반부터 무섬마을 청년들은 영주지역 사회운동의 핵심에서 활
동하기 시작했다. 이 무렵부터 무섬마을 청년들의 활동이 빈번히 자료에
나타난다. 이들은 영주지역 각종 사회단체의 핵심적인 간부를 차지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의 사회단체 간부 선임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18)
19)
20)

｢榮州 靑平恩支部 一週紀念 禁止｣, ꡔ조선일보ꡕ 1929.2.19.
｢榮州靑年同盟 執行委員會｣, ꡔ중외일보ꡕ 1927.12.1.
｢昭和8年 刑公 第1101號 권우섭 등 판결문｣, 1933.12.22, 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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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영주지역 사회단체 간부가 된 무섬마을 청년들
이름

영주청년동맹

신간회 영주지회

김성규

집행위원장(1928.8경)

서기장(1929.7.30)

김화진

집행위원(1928.3경)

대표회원(1929.1.15)
상무집행위원(1929.7.30)

김계진

평은지부 집행위원장
(1928년)

집행위원(1929.7.30)

영주농민조합

검사위원(1929.3.9)

｢昭和 刑公 第418號 김성규 등 3인 판결문｣, 1928.9.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
｢昭和 5年 刑公 第1233·1234號 안기석 등 판결문｣, 1930.7.9, 대구지방법원.
｢昭和 5年 刑公 第664號 송위길 등 판결문｣, 1930.04.23, 대구지방법원.
｢新幹榮州支會 臨時大會｣, ꡔ중외일보ꡕ 1929.8.2.
｢榮州新支 執行委員會｣, ꡔ중외일보ꡕ 1929.8.8.
｢農盟을 改造 農民組合創立 郡單一的으로｣, ꡔ중외일보ꡕ 1929.3.13.

무섬마을 청년들은 1929년 1월 이후, 신간회 영주지회에 사회주의자들
이 대거 참여하는 흐름을 타고 신간회 영주지회에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향은 1929년 6월에 있었던 신간회 복대표대회 이후 더욱 강해
졌다. 신간회 복대표대회 이후 신간회는 사회주의자들이 주도권을 장악하
고 민족주의자들의 활동은 축소되었다.21) 이 흐름이 영주에도 미쳐 이후
신간회 영주지회의 활동은 사회주의자들의 활동이 주를 이루게 된다. 이
는 이후 영주지역 한해구제 활동과 영주격문의거22)로 표면에 드러난다.
이렇게 영주지역 사회운동의 핵심부에 진출한 무섬마을 청년들은 활
발한 활동을 벌인다. 이 시기 이들의 활동은 김성규의 국제무산청년데이
기념 통지문 살포 시도와 김화진의 순흥청년회 해체시도 사건, 한해구제
활동, 김계진이 관여한 2차 영주 격문의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김성규는 그가 영주청년동맹의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던 1928년
8월 19일 영주청년동맹 상무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9월 2일 국제무산청
21)
22)

신용하, ꡔ신간회의 민족운동ꡕ,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72쪽 참조.
지금까지 영주격문의거는 영주격문사건으로 표시되어 왔다(김일수 외, ꡔ영주독립운
동사ꡕ, 영주시, 2006 참조). 하지만, 이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올바른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필자는 격문사건 보다는 격문의거로 표현하는 것이 어
떨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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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데이를 기념해 영주청년동맹 맹원을 동원할 것을 발의하여 결정하였
다. 또한 그는 맹원들에게 “국제무산청년데이는 1915년 베른에서 국제청
년회의를 개최할 때 전쟁반대, 군국주의 반대, 사회주의적 평화를 위한
투쟁의 목적으로 국제무산청년은 국제적 단결을 결의한 이래 매년 9월의
첫째 일요일을 그 기념일로 정했으며, 오는 9월 2일은 조선에서도 제 6회
기념일에 조선청년 약소민족의 약소청년은 반 군국주의 시위운동에 일
제히 참가하고, 군국주의에 항쟁할 9월 2일은 영주청년동맹의 성대한 기
념일로써 萬難을 배제하고 참가하기를 바란다”는 요지의 통지문을 인쇄
하게 하였다. 그래서 宋鴻國이 8월 19일 영주청년동맹회관에서 등사판을
사용하여 약 30매를 등사하고, 다음날인 20일 김성규가 다시 등사할 것을
부탁하자,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약 240~250매를 등사하였다.23) 이 혐의
로 김성규 등은 경찰에 검거되었다.24) 그리고 김성규는 출판법 위반 혐
의로 금고 8개월을 선고받았다.25) 안동형무소에서 복역하던 김성규는
1929년 3월 30일 오전 9시에 석방되어 동지 30여 명의 환영을 받으며 영
주로 돌아왔다.26)
한편 김화진은 군내 어용단체인 순흥청년회 해체에 나섰다. 이미 1928
년 3월에 열린 영주청년동맹 집행위원회에서 ‘民族的 統一戰線을 攪亂作
戱하는 新中間派 排擊에 관한 件’이 토의되었다. 마침 1929년 4월 12일 영
주청년동맹 순흥지부가 설립27)되었기 때문에 순흥청년회의 해체는 시급
한 과제가 되었다. 그래서 영주청년동맹은 1929년 4월 15일 제2회 집행위
원회를 열고 이 자리에서 4월 19일 열릴 순흥청년회 대회에 맹원을 파견
해 순흥청년회 회원들을 영주청년동맹에 가입시킬 것을 결의했다. 그 뒤
23)
24)

25)
26)
27)

｢昭和 刑公 第418號 김성규 등 3인 판결문｣, 1928.9.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
당시 신문기사에는 사건의 정확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사건의 정확한 내용
은 일제가 작성한 판결문에 나타나 있다(｢榮靑幹部三名 畢竟公判回附｣, ꡔ중외일보ꡕ
1928.9.14).
｢昭和 刑公 第418號 김성규 등 3인 판결문｣, 1928.9.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
｢金性奎氏 出獄｣, ꡔ중외일보ꡕ 1929.4.2.
｢榮州靑盟 順興支部設置｣, ꡔ중외일보ꡕ 1929.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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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흥청년회 대회가 연기되자 5월 27일 영주청년동맹 집행위원장 金泰斗
와 집행위원 權鶴錫이 순흥청년회 총무 車秉燮을 찾아가 순흥청년회 해
체를 권고했다. 다음으로 김화진이 차병섭을 찾아가 “종래 청년회는 자
유로이 설립되었으나 금후 청총에서 조직을 변경하여 군·부 단일동맹제
를 채택하여 영주청년동맹이 설립되었다”면서 순흥청년회에 영주군 내
청년운동의 통일을 요구했다. 또한 김화진은 순흥청년회관을 영주청년동
맹에 빌려줄 것을 차병섭에게 요구했으며,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청
년동맹 간판을 사무실에 걸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화진의 순흥청년회
해체시도는 1930년 일어난 격문의거의 여파로 김화진이 구속되면서 실패
로 돌아가고 말았다.28)
무섬마을 청년들은 영주청년동맹의 한해구제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
여했다. 1929년 전국적인 한해가 영주에도 미치자 영주청년동맹에서는
구제연설회를 열어 한해구제금을 모금하려고 했다.29) 이 구제연설회에
는 김성규와 김화진 등이 영주관내 각 지역을 순회하며 연설을 했다. 김
성규는 영주읍과 이산면 지역을 맡았으며, 김화진은 풍기와 순흥 지역을
순회하며 연설을 했다.30)
김화진은 신간회 영주지회의 한해구제 행상대에도 참여했다. 신간회
영주지회는 1929년 6월 5일 개최된 총무간사회에서 한해 이재민을 직접
구제할 것을 결의했다. 그 내용은 회원이 하루씩 공장에서 일하여 그 임
금을 모아 구제하는 것과 행상대를 조직하여 각 동리를 돌며 물건을 팔
아 얻은 이익금으로 구제하는 것이었다.31) 김화진은 바로 여기에 참가하
여 평은면과 문수면 지역을 담당하고 행상대를 꾸렸다.32) 이때 생긴 이
익금으로 신간회 영주지회가 만주의 조를 사다가 평은면 지역의 이재민

28)
29)
30)
31)
32)

｢昭和 5年 刑公 第1233·1234號 안기석 등 판결문｣, 1930.7.9, 대구지방법원.
｢榮州에도 旱災, 浮黃者 四十餘戶｣, ꡔ중외일보ꡕ 1929.5.8.
｢罹災同胞爲하여 救濟演說會開催 榮州新支, 靑盟, 農組主催｣, ꡔ중외일보ꡕ 1929.5.16.
｢榮州新支의 2개 사항 결의｣, ꡔ중외일보ꡕ 1929.6.11.
｢穀으로金으로 饑饉同情 遝至｣, ꡔ중외일보ꡕ 192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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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나누어주었고 평은면 지곡리 주민들은 시휼비를 세웠다.33)
무섬마을 청년들은 광주학생운동의 여파로 일어난 영주격문의거에도
개입했다. 1차 격문의거의 여파로 영주청년동맹의 주요 간부들이 붙들려
갈 때 김화진도 함께 구속되었다. 그는 격문살포와는 관계없이 앞서 언
급한 순흥청년회 해체시도 사건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34)
1차 격문의거가 벌어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격문을 살포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2차 격문의거에는 무섬마을 출신으로 영주청년동맹의 평
은지부 집행위원장이자 신간회 영주지회의 집행위원인 김계진이 참여했
다. 1930년 3월 16일 신간회 영주지회의 선전부 위원인 宋衛吉과 상무집
행위원인 李相乙이 격문인쇄에 관하여 논의를 시작했으며 3월 18일 송위
길의 집에서 격문 원고를 작성하였다. 3월 18일 이상을이 김계진을 설득
하여 그가 참여하게 되었으며 金會吉과 鄭會福, 朴承憲 등이 더 가담하
였다. 역할을 나눈 결과 3월 24일 정오에 김계진이 포목시장에서 격문을
살포할 것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격문살포 하루 전날인 3월 23
일 밤 체포되었다. 체포된 이들은 1930년 4월 23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재
판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김계진은 치안유지법 혐의를 받아 징역 6개월
에 집행유예 3년을 언도받았다.35)
영주격문의거를 계기로 무섬마을 청년들의 민족운동은 큰 변화를 겪
었다. 무섬마을 청년 가운데 가장 활발히 활동하던 김화진이 구속되면서
활동이 위축된 것이다. 그래서 김화진이 구속되어 있는 동안 무섬마을
청년들의 민족운동은 자료에 나타나는 것이 없다.

33)
34)
35)

｢施恤碑建立｣, ꡔ동아일보ꡕ 1929.11.12.
｢昭和 5年 刑公 第1233·1234號 안기석 등 판결문｣, 1930.7.9, 대구지방법원.
｢昭和 5年 刑公 第664號 송위길 등 판결문｣, 1930.4.23, 대구지방법원. 중외일보 신문
기사에는 모두 10개월 징역에 3년간 집행유예를 언도받았다고 하였으나 이는 잘못
된 것이다(｢榮州二次檄文事件最高十個月役言渡 그 외는 모다 집행유예 언도｣, ꡔ중외
일보ꡕ 19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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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亞島書塾 설립과 교육운동36)
무섬마을 청년들이 영주지역 사회운동의 핵심부에 진입하던 시기 무
섬마을에서는 김화진이 아도서숙이라는 학교를 세워 교육운동에 나섰다.
아도서숙이 세워지기 전 무섬마을에는 해우당 고택의 사랑채에 전통적
한문을 가르치던 ‘亞島書堂’이라는 서당이 있었다.37) 1928년 2월 일본에
서 돌아온 김화진은 1928년 10월경, 마을에 공회당을 짓고 공회당에서 글
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학교의 이름은 아도서숙으로 했다.38) 서숙의 설
립 동기는 마을 청소년의 모임의 장소이자, 배움의 장소, 단결의 장소를
만드는 것이었다.39)
〈그림 3〉무섬마을의 주요 독립운동 유적

36)

37)
38)

39)

아도서숙에 관한 공식적인 자료나 연구 자료는 없다. 다만, 당시 아도서숙에서 교육
을 받은 김운한(1922년생, 89세)이 아직 생존해 있으며, 그가 1994년에 쓴 ꡔ亞島書塾
記ꡕ만 있을 뿐이다. 이 절은 ꡔ亞島書塾記ꡕ와 김운한의 증언(2010.1.17, 충무로 대림
정)을 토대로 하여 작성하였다.
김운한의 증언(2010.1.17, 서울 충무로 대림정).
아도서숙의 亞島는 ‘朝鮮半島의 水島里’의 약자라고 한다(2010.1.17, 서울 충무로 대
림정).
김운한, ꡔ亞島書塾記ꡕ(필사본),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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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아도서숙 터

아도서숙은 조선인 아동들의 빈약한 교육현실을 극복하고 민족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수업을 진행했다. 아도서숙의 교육목표는 다
음과 같았다.
첫째, 글 모르는 사람에게 글을 가르치자.(文盲退治)
둘째, 우리글로 우리를 알게 하자.(民族敎育)
셋째, 우리의 얼을 드높여 같이 뭉치자.(民族精神 高揚)

서숙은 운영위원들의 성금으로 운영하였다. 아도서숙의 운영위원은 서
숙의 설립을 주도한 김화진 외에 김종진·김성규·김명진·김계진·김우
규·김광진·김희규 등 선성김씨 문중의 청년에다 반남박씨 문중의 박찬
하를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하였다. 하지만 박찬하도 선성김씨 문중의
사위였으므로40) 아도서숙은 선성김씨 문중의 청년이 주도했던 셈이다.
서숙의 학반은 오전·오후·야간의 세 반을 두었으며, 각자 가능한 시
간에 참가하여 배우고 익히게 하였다. 한 반의 편성은 15~20명 정도의 수
로 구성하였으며 한글과 한문 수준에 따라 수시로 반을 나누어 학습하였
다. 서숙에서 배우는 학생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였고, 서로 배우고 토론
40)

宣城(禮安)金氏世譜編纂委員會, ꡔ宣城(禮安)金氏世譜ꡕ(上), 回相社, 1999, 32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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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학습방법을 취하였다. 또한 학습 진행은 공부 이외에 단결과 체력
향상에 주안점을 두어 토론학습 사이에 축구 등의 운동을 권장하였다.
농한기에는 서숙이 있던 공회당에서 새끼를 꼬거나 멍석을 만들면서 학
습하기도 하였다.41)
서숙은 설립자인 김화진을 비롯한 운영위원들의 활동추이에 큰 영향
을 받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김화진이 영주농민조합의 집행위원에
피선되자 서숙이 활기를 얻었다거나 영주격문사건 이후 서숙에 일경이
입회하여 학습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야기, 격문사건으로 구속되었던 김화
진이 고향으로 돌아오자 서숙이 활기를 되찾았다는 회상 등을 통하여 짐
작할 수 있다.42) 서숙 운영위원들의 사회운동 경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43)

<표 4> 아도서숙 운영위원들의 민족운동 참여경력
이름

경력

이름

경력

김화진

영주청년동맹
신간회 영주지회
영주농민조합
영주군공산주의자협의회

김광진

영주청년동맹 평은지부
영주적농재건투쟁위원회

김성규

영주청년동맹
신간회 영주지회

김우규

영주적농재건투쟁위원회

김종진

안동청년동맹 와룡지부
신간회 안동지회
영주적농재건투쟁위원회

김희규

영주적농재건투쟁위원회

41)
42)
43)

김운한, ꡔ亞島書塾記ꡕ(필사본), 1994.
김운한, ꡔ亞島書塾記ꡕ(필사본), 1994.
포상자 이외의 인물들 가운데 1920년대 영주지역 사회운동의 흔적이 나타나는 인물
은 김광진 뿐이다. 김광진은 영주청년동맹의 평은지부 집행위원이었으며, 나머지
인물들의 사회운동 경력은 김운한의 기억에 따랐다(김운한, ꡔ亞島書塾記ꡕ(필사본),
19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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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진

영주청년동맹 평은지부
영주적농재건투쟁위원회

김계진

영주청년동맹 평은지부
신간회 영주지회
영주적농재건투쟁위원회

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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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적농재건투쟁위원회

｢昭和 8年 刑公 第1101號 권우섭 등 판결문｣, 1933.12.22, 대구지방법원.
｢昭和 9年 刑公 第499號 안상윤 등 판결문｣, 1934.7.2, 대구지방법원.
｢榮州靑盟 平恩支部 設置大會｣, ꡔ조선일보ꡕ 1928.2.13.
김운한, ꡔ亞島書塾記ꡕ(필사본), 1994 참조.

아도서숙은 인근지역 청년운동의 본부 구실을 하였다. 영주에서 격문
의거가 일어났을 때 아도서숙에서는 부녀자들이 밤새 호롱불 아래에서
태극기를 제작하기도 하였으며, 영주청년동맹 평은지부가 무섬마을의 공
회당을 본부로 사용하기도 하였다.44)
1930년 일어난 영주격문의거로 아도서숙은 침체기를 맞았다. 격문의거
로 운영위원 중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김화진이 구속된 것이
다. 김화진이 귀향한 이후 서숙은 활기를 되찾았다. 하지만 수업에 일제
경찰이 입회하고, 수업을 방해하여 수업에 지장이 많았다. 결국 1932년
일어난 영주군공산주의자협의회 사건과 1933년 일어난 영주적농재건투
쟁위원회 사건으로 1933년 7월 아도서숙은 문을 닫고 말았다.45)

5. 1930년대 영주지역 적색농민조합운동 주도
1) 영주군공산주의자협의회 활동
1930년 일어난 격문의거 이후, 무섬마을 청년들의 투쟁양상은 큰 변화
를 보였다. 합법적인 사회운동에서 벗어나 비합법적 대중운동으로 투쟁

44)
45)

김운한의 증언(2010.1.17, 층무로 대림정).
김운한, ꡔ亞島書塾記ꡕ(필사본),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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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의 변화를 모색한 것이다. 이들의 투쟁노선 변경은 조선공산당의 해
체·광주학생운동·신간회의 해소 등의 상황에 영향을 받아 이루어졌다.
합법적 대중운동에서 비합법적 대중운동으로 노선의 전환에 중요한 계
기가 된 것은 ｢12월테제｣, ｢9월테제｣, ｢10월서신｣ 등이었다.46) 특히 노동
자 계급 헤게모니 아래의 부르주아혁명, 토지문제의 적색 해결, 노농 민
주독재의 수립, 노동자·농민을 중심으로 한 당의 하부조직 건설 등을 강
조한 ｢12월테제｣는 노선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47)
1930년대의 국내 민족운동은 대중조직으로 계승되었지만 조직형태의
계승일 뿐 조직의 특질이나 운동노선은 확연히 달라졌다. 1920년대의 대
중운동 조직들은 대부분 합법적인 단체로 활동을 하였다. 하지만 1930년
대에는 대부분 비밀지하조직으로 전환하여 소작쟁의나 동맹휴학 등의
차원이 아닌 식민통치기관에 직접 대항하는 ‘비합법’적인 정치투쟁을 전
개하였다. 이들 비합법적 대중투쟁은 농민·노동자·학생들이 자기 역량
으로 주도한 것도 있고, 선진운동자의 조직적 지도에 의해 발생한 것도
있었다. 전자의 경우는 사회경제적 상황의 악화와 사회주의사상의 확산
이 그 배경을 이루었다고 할 만하나, 후자의 경우는 거의가 조선공산당
재건운동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48)
비합법적 대중운동 가운데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인 것은 농민운동이
었다. 1930년대 전반기에는 농업공황으로 농촌경제가 파탄에 이르렀다.
또한 소작농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농업공황으로 농촌경제가 파탄에
이르렀고 소작농의 비율이 해마다 증가해서 1932년부터는 농가 총호수의
46)

47)

48)

｢12월테제｣의 정식명칭은 코민테른 집행위원회의 ｢조선농민 및 노동자의 임무에 관
한 결의｣(1928.12.10)이며, ｢9월 테제｣의 정식이름은 프로핀테른 집행위원회의 ｢조선
에 있어서의 적색 노동조합운동의 임무｣(1930.9.18), 10월 서신은 범태평양노동조합
비서부의｢조선에서의 범태평양노동조합 비서부의 지지자에 대한 동 비서부의 서신｣
(1931.10)이다.
박수현, ｢1930년대 초반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의 民族運動史上의 성격｣, ꡔ한국민족운
동사연구ꡕ 26,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0, 253~254쪽 참조.
김영범, ｢1930년대 독립운동의 특성｣, ꡔ한국독립운동사연구ꡕ 8, 독립기념관 한국독
립운동사연구소, 19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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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를 넘게 되었으며 그 2/3가 춘궁농가임에도 불구하고 일제가 오히려
수탈을 강화해가고 있던 상황을 배경으로, 적색농민조합운동은 빈농층이
중심이 되어 전국적인 전개를 보였다.
이러한 흐름은 영주지역 무섬마을 청년들에게도 나타났다. 이들은 격
문사건 이후 영주지역의 적색농민조합을 건설하기 위한 비밀조직에 가
담했다. 먼저 김화진은 영주지역에서 적색농민조합을 만들기 위해 조직
한 영주군공산주의자협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리고 영주군공산
주의자협의회가 좌절되자, 김종진 등은 선진지역인 안동의 안동콤그룹과
연계하여 영주적농재건투쟁위원회를 결성했다.
무섬마을 청년들의 영주군공산주의자협의회 참여는 1931년 9월 김화
진이 金鳳鎬, 金季登, 박병성, 鄭奎瓚 등과 함께 농민조합 및 반제동맹을
만들기 위한 비밀결사 조직에 합의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김화진이 영
주군공산주의자협의회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최고지도자인 김봉호와의
관계 때문이었다. 김화진이 신간회 영주지회의 대표회원으로 선출되었을
때 김봉호는 신간회 영주지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었으며, 영주농민조합
에서 검사위원이 되었을 때 김봉호는 영주농민조합의 위원장을 맡고 있
었다. 즉, 김화진은 1920년대 후반 사회운동을 통해 김봉호와 상당히 깊
은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후 김화진은 1931년 10월부터 영주면 고현리·휴천리의 소나무 숲에
서 김계등·박병성·김준상과 회합을 가졌다. 결국 이들은 1932년 4월 적
색농민조합 및 반제동맹을 설립하기 위해 ‘영주군공산주의자협의회’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였다.49) 공산주의자협의회는 곧 적색농민조합과 반제
동맹을 조직하였다. 조직의 총책임자는 김계등이 맡고 적색농민조합은
김화진과 김준상이 책임을 맡았으며 반제동맹은 박병성과 권태동이 책
49)

｢昭和 8年 刑公 第1101號 권우섭 등 판결문｣, 1933.12.22, 대구지방법원, 1993, 여강
; 김일수, ｢1930년대 경북지역의 조공재건운동과 적색 대중운동｣, ꡔ한국근현대지역
운동사ꡕⅠ(영남편), 여강, 1993, 511~512쪽 ; 지수걸, ꡔ일제하농민조합운동 연구ꡕ, 역
사비평사, 1993, 449쪽 ; 김일수 외, ꡔ영주독립운동사ꡕ, 영주시, 2006, 323~330쪽 ; 김
희곤 외, ꡔ봉화의 독립운동사ꡕ, 봉화군, 2007, 308~311쪽 참조.

192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9집

임을 맡았다. 조직의 목적은 적색농민조합의 경우 그 목적을 ‘노동자와
농민의 독재에 의한 정부의 수립’으로 규정하였다. 반제동맹은 ‘조선독립
을 도모하고 조선혁명의 전 단계인 농업혁명의 실현’에 두었다.
이들은 조직을 만듦과 동시에 인근지역인 예천·봉화와 연계를 시도하
였다. 김봉호는 김준상을 예천의 韓一淸에게 보내 적색농민조합운동을
연합하여 전개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한일청은 예천지역의 침체된 사
회운동을 타개하기 위하여 박창호·김기석 등과 적색 농민조합을 결성하
였다.50) 봉화지역의 경우는 영주지역의 영향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사실
을 입증할 수 없다. 하지만 1932년 7월 영주군공산주의자협의회가 붕괴
되어 체포될 당시 보도된 신문기사51)로 보아 김봉호와 모종의 관계가 있
지 않았을까 짐작된다.
본격적으로 조직을 건설한지 몇 달 지나지 않은 1932년 7월경 경북경
찰부 고등계원들이 영주서·봉화서와 연계하여 영주군공산주의자협의회
관련자 80여 명을 검거하였다.52) 이 가운데 73명이 대구지방법원으로 송
치되었다. 이들 가운데 34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는 기소중
지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김봉호와 김화진 등 12명은 치안유지법 위
반으로 기소되어 예심에 회부되었다. 무섬마을 출신으로는 김화진이 재
판을 받았다.
첫 공판은 1933년 12월 1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렇게 공판이
늦춰진 이유는 이들이 변호사를 대지 않겠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53) 법

50)

51)

52)

53)

영주와 예천이 어떻게 공조체제를 형성하였는지 알 수 없다. 다만, 한일청의 진술에
따르면 한일청의 지인이 영주의 김계등과 친분이 있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에
서 친분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강윤정, ｢1930년대 예천무명당의 조
공재건운동｣, ꡔ안동사학ꡕ 9·10 합집, 2005, 505~507쪽 참조).
판결문에 나타난 김봉호는 金東弼이라는 이명을 사용하였다(｢奉化와 榮州中心의 赤
色의 二大事件｣, ꡔ매일신보ꡕ 1932.9.6 ; ｢昭和 8年 刑公 第1101號 권우섭 등 판결문｣,
1933.12.22, 대구지방법원 참조).
7월 말까지 검거된 인원은 봉화지역의 40여 명과 영주지역의 30여 명을 합쳐 80여
명이 검거되었다(｢農民靑年層을 中心으로 八十餘名 拘禁取調｣, ꡔ동아일보ꡕ 1932.8.2).
｢榮·奉 農組事件 不日間 公判｣, ꡔ조선중앙일보ꡕ 193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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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이들은 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을 모두 부인하고 “우리가 살기위
한 농촌운동이 무엇이 죄가 되느냐”는 말로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정당
성을 입증하기 위해 긴 시간동안 진술을 하였다.54)
12월 22일 열린 공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김봉호·김계등·박병
성·김준상은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김화진·권태동은 징역 2년 6
개월, 이상을은 징역 1년 6개월을 언도받았다.55) 김봉호와 김계등, 김준
상은 대구형무소에서 복역하다가 1935년 8월 11일 출옥하였다.56) 박병성
은 1936년 2월 26일 출감하였다.57) 자료에 김화진과 권태동의 출옥일자
는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ꡔ아도서숙기ꡕ에 구속된 인물들이 모두 향리로
돌아온 시기를 1936년 2월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58) 김화진 역시 박병성
과 비슷한 시기에 출옥하여 마을로 돌아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 영주적농재건투쟁위원회 주도
영주군공산주의자협의회가 일제에 의해 좌절된 후 무섬마을에서는 김
종진을 중심으로 영주지역의 적색농민조합운동을 이어나갔다. 이들은
‘김화진 일파의 검거에 따라 궤멸된 영주지역의 적색 농민운동을 부활’59)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안동의 안동콤그룹과 연계하여 활동을 벌였다. 즉,
이들의 활동은 앞서 언급한 영주군공산주의자협의회의 후계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60)
안동콤그룹이 어떤 연고로 무섬마을에 세포조직을 만들었는지 명확히
54)

55)
56)
57)
58)
59)
60)

｢奉化 榮州 赤農事件 審理未了코 閉廷 피고인은 전언을 번복하여 十四日에 繼續審理｣,
ꡔ매일신보ꡕ 1933.12.15.
｢昭和 8年 刑公 第1101號 권우섭 등 판결문｣, 1933.12.22, 대구지방법원.
｢榮州共協關係者 三名 滿期出獄｣, ꡔ조선중앙일보ꡕ 1935.8.13.
｢榮州共協事件 朴炳成 出獄｣, ꡔ동아일보ꡕ 1936.2.29.
김운한, ꡔ亞島書塾記ꡕ(필사본), 1994.
｢昭和 9年 刑公 第499號 안상윤 등 판결문｣, 1934.7.2, 대구지방법원.
강윤정, ｢‘안동콤그룹’의 조선공산당 재건운동｣, ꡔ안동사학ꡕ 8집, 2003, 231쪽 ; 김희
곤 외, ꡔ안동사람들의 항일투쟁ꡕ, 지식산업사, 2007, 47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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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줄 자료는 없다. 다만, 김종진의 처가가 안상윤의 고향인 와룡의 중
가구리라는 것,61) 김종진의 고모가 중가구리의 안씨 문중으로 출가했다
는 것62) 김종진이 안동청년동맹과 신간회 안동지회의 와룡지부에서 활
동한 경력이 있다는 것과 안동콤그룹의 최고 지도자인 안상윤의 처가가
무섬마을 건너편 탄산리라는 것, 안상윤이 신간회 안동지회에서 활동한
인물이라는 것으로 보아 김종진과 안상윤의 혼반과 지연으로 무섬마을
에서 적농재건투쟁위원회가 조직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1932년 10월 5일, 안상윤과 김종진·김명진은 무섬마을 金恒奎63)의 집
에서 회합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안동콤그룹의 지도 아래 영주적농재건
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안상윤을 지도부위원, 김종진을 적농부위원, 김
명진을 반제부위원으로 정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운동과 교양방침을 결
정하고 활동을 시작했다.64)
1) 지도부는 적농·반제운동에 대한 당면의 전술을 지도할 것
2) 적농부는 장기적인 농민강좌회를 개최하여 계급의식을 주입하여
의식분자를 획득하고 적색농민조합을 결성할 것
3) 반제부는 급진적 소부르주아층에게 맑스주의를 주입하고 그 순수
분자를 획득하여 반제동맹을 조직할 것
4) 독서회를 조직하여 목적의식을 함양함과 동시에 반제와 적농 요소
의 한계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반제요소로 되어야할 자에게는 소부
르주아적 관념을 방기시키고 식민지운동의 계급적 연대성을 앙양
시킬 것. 그리고 적농요소로 되어야 할 자에게는 공산주의 의식을
주입하여 일상투쟁을 통해서 계급적 연대성을 앙양시킬 것.
5) 적농은 소작료 감하, 지세, 기타 공과금의 지주부담 등의 요구조건
61)
62)
63)

64)

김희곤, ꡔ안동의 독립운동가 700인ꡕ, 안동시, 2001, 180쪽 참조.
宣城(禮安)金氏世譜編纂委員會, ꡔ宣城(禮安)金氏世譜ꡕ(上), 回相社, 1999 참조
여기서 말하는 김항규는 김종진의 아버지이다. 즉, 안상윤과 김종진은 김종진 본인
의 집에서 회합한 것이다(宣城(禮安)金氏世譜編纂委員會, ꡔ宣城(禮安)金氏世譜ꡕ(上),
回相社, 1999 참조).
｢昭和 9年 刑公 第499號 안상윤 등 판결문｣, 1934.7.2, 대구지방법원 ; 강윤정, ｢‘안동
콤그룹’의 조선공산당 재건운동｣, ꡔ안동사학ꡕ 8집, 2003, 231쪽 ; 김희곤 외, ꡔ안동사
람들의 항일투쟁ꡕ, 지식산업사, 2007, 47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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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기하여 계급투쟁을 야기시킬 것.
6) 유산계급 청년으로부터 동정금을 모집하여 희생동지 구원기관을
확립할 것.

위에 언급한 운동방침에 따라 김종진과 김명진이 중심이 되어 동지들
을 모아가면서 김우진65)의 집 등에서 박찬상과 함께 여러 차례 독서회를
개최했다. 독서회는 김우진이 담당하였으며 함께 공산주의 이론을 연구
하고 러시아 혁명기념일이나 메이데이 등을 기념하는 활동을 하였다. 이
들은 12월까지 안상윤에게 빌린 ꡔ삼천리ꡕ와 마르크스의 ꡔ자본론ꡕ을 읽고
토의하기도 하였다. 11월 7일 혁명기념일에는 무섬마을 김광진의 집에서
김명진·박찬상·김계진·김광진·김우진·박해양·박승서 등 8명이 모
여 러시아 혁명을 기념했다. 이 자리에서 김광진이 러시아 혁명에 대해
설명한 후 함께 축배를 들기도 하였다. 한편 김명진·김계진·김광진·
김우진·박해양·박찬하 등은 1933년 5월 1일 메이데이를 기념하기 위하
여 기금을 모금하였다. 이 자리에서 마을 청소년의 교양방침 등을 논의
하기도 하였다.66)
한편 적농부를 맡은 김종진은 의식분자를 획득하기 위해 조직 확대에
나섰다. 그는 1932년 12월 7일 김계진을 찾아가 “영주사건 때문에 희생된
동지의 뜻을 이어 운동을 해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 전부 단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도리를 중심으로 이미 무너진 적색농조를 재건하
기 위하여 이 모임을 개최한다”는 취지를 설명하고 김계진을 위원회에
가입시켰다. 김계진이 가입한 그날, 김명진의 입회 아래 김종진·김계
진·김우진·박찬상은 적색농민조합을 창립하고 세포조직을 구성했다.
김종진이 책임위원을 맡고, 김계진은 위원, 박찬상과 김우진은 위원 겸

65)

66)

판결문에는 ‘金庸鎭’으로 기록되어 있다(｢昭和 9年 刑公 第499號 안상윤 등 판결문｣,
1934.7.2, 대구지방법원). 하지만 김용진의 족보상 이름은 김우진이므로 김우진으로
통일한다.
｢昭和 9年 刑公 第499號 안상윤 등 판결문｣, 1934.7.2, 대구지방법원 ; 김일수 외, ꡔ영
주독립운동사ꡕ, 영주시, 2006, 331~33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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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을 분담하였다. 이외에 김종진은 徐錫鳳 외 4명의 조합원을 가입시
켰다.67)
이들은 1933년 5월 메이데이에 안동콤그룹의 봉화지역 세포조직인 적
농재건위원회와 공동으로 투쟁을 벌일 것을 시도하였다.68) 하지만 이 계
획이 사전에 발각되어 조직이 와해되고 말았다. 1933년 5월 26일, 경찰은
수도리에서 김명진과 김계진의 집을 수색하고 김종진·김명진·김계진·
박찬상·박희양·박승서·박승민·김광진·김우진·박찬하·윤비택·김
동성 등을 검거하였으며,69) 검거된 이들은 모두 안동서로 옮겨졌다.70)
이들 가운데 김계진·김명진·김광진·김희규·박찬상 등은 유치장에 유
치되어 조사를 받았다.71)
이들 가운데 김종진·김명진·김계진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
았다. 김종진·김명진·김계진은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김종진·김명
진이 징역 2년 6개월, 김계진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72) 김종진·김명
진은 1936년 2월 19일 가출옥으로 출감했다.73)
영주적농재건투쟁위원회는 무섬마을 청년들이 영주만의 단독 투쟁의
한계를 인식하고 선진지역인 안동의 사회주의자들과 연합을 모색한 것
이었다. 하지만 안동콤그룹이 일제에 의해 실패로 돌아가면서 영주적농
재건투쟁위원회 역시 실패로 돌아갔다. 이후 무섬마을에는 일제 파출소
가 들어섰고, 따라서 민족운동에 참여했던 인물들은 광복이 될 때까지

67)

68)

69)
70)
71)

72)
73)

｢昭和 9年 刑公 第499號 안상윤 등 판결문｣, 1934.7.2, 대구지방법원 ; 김일수 외, ꡔ영
주독립운동사ꡕ, 영주시, 2006, 331~335쪽 참조.
｢昭和 9年 刑公 第499號 안상윤 등 판결문｣, 1934.7.2, 대구지방법원 ; 김일수 외, ꡔ영
주독립운동사ꡕ, 영주시, 2006, 331~335쪽 참조.
｢昭和 8年 7月8月 刑事事件簿｣, 대구지방법원 검사국, 1934.
｢安東署活動 八名을 檢擧｣, ꡔ동아일보ꡕ 1933.5.30.
신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당시 영주적농재건투쟁위원회의 핵심인물이었던 김종진
역시 함께 구속되었을 것이다(｢四名을 白放 十六名 取調 공산당 관게 사건으로 검
거한 榮州 金季鎭 權泰旭等 檢擧事件 一段落｣, ꡔ동아일보ꡕ 1933.7.29).
｢昭和9年刑公第499號 안상윤 등 판결문｣, 1934.7.2, 대구지방법원.
｢金鍾鎭·金明鎭等 假出獄出監｣, ꡔ조선중앙일보ꡕ 193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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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죽여 지낼 수밖에 없었다. 이들 가운데 특히 중심적 역할을 한 김화진
은 길림으로 이주했다가 광복된 이후 마을로 돌아오게 된다.

6. 맺음말
영주 무섬마을은 선성김씨 문중과 반남박씨 문중의 동성마을이다. 무
섬마을은 17세기에 반남박씨가 먼저 터를 잡았고, 18세기에 선성김씨가
반남박씨의 사위로 들어오면서 선성김씨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무섬마을
의 선성김씨는 병호시비 당시 병론에 가담하여 활동하였다. 병론에 가담
한 문중은 호론에 가담한 문중보다 민족운동에 참여한 시기가 비교적 늦
다. 이것은 시기 특성상 무섬마을 선성김씨 문중의 민족운동이 1920년대
후반의 사회운동과 1930년대 적색농민조합운동에 집중되는 배경이 되었
다.
1927년 영주청년동맹에 참여하면서 무섬마을 선성김씨 문중 청년들의
민족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들은 영주청년동맹 평은지부를 설립하면서 영
주시내 사회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한다. 이를 통해 1928년 후반 이후 영주
지역 사회운동의 중심에서 확고히 활동하게 되는데, 이 시기 이들의 활
동은 김성규의 메이데이 통지문 살포시도, 김화진의 순흥청년회 해체시
도, 한해구제운동과 영주격문의거로 나타난다.
이들은 고향인 무섬마을에 아도서숙을 설립하고 교육운동에 나섰다.
아도서숙은 문맹퇴치와 민족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아도서숙은
운영위원을 중심으로 운영하였으며, 운영위원들은 영주지역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인물들이었다. 따라서 아도서숙은 운영위원들의 활동
추이에 영향을 받았다. 결국 1933년 7월, 무섬마을에서 적색농민조합사건
이 일어나 운영위원들이 구속되고 난 후, 문을 닫았다.
영주격문의거 이후, 무섬마을 청년들은 투쟁노선의 변화를 꾀했다. 합
법적인 사회운동이 아닌, 비밀지하조직으로 노선을 바꾼 것이다. 먼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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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청년들은 영주지역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영주군공산주의자협
의회에 참여했다. 하지만 이 운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안동지역의 안동
콤그룹과 연계하여 영주에 적색농민조합을 재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
였다. 하지만 일제의 탄압으로 이들의 활동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
았다.
지금까지 무섬마을 선성김씨 문중의 민족운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들의 민족운동은 안동문화권의 민족운동과 그 맥을 같이한다. 안동문화
권의 민족운동은 대개 양반유림 출신들이 그 운동을 주도하였다. 무섬마
을 역시 민족운동을 주도한 인물들은 무섬마을 안에서 대표적인 명문가
출신이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민족운동은 가진 자의 선각자적 시각에
서 출발하였다. 즉, 이들은 농민과 일반 대중을 교화의 대상으로 생각한
것이다. 이는 안동문화권 민족운동의 한계라고 생각된다. 거듭된 체포와
투옥으로 민족운동에 앞장선 인물들이 체포되어 사라진 후, 투쟁이 지속
되지 못한 까닭은 거기에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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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영주 무섬마을 선성김씨 문중의 민족운동

조영득

이 글은 영주 무섬마을 선성김씨 문중의 민족운동에 관한 글이다. 무
섬마을에서 배출한 독립운동 포상자는 5명이며, 이는 2010년 현재 영주
지역의 독립운동 포상자 가운데 약 1/10에 해당하는 상당한 수치이다. 또
한 포상받지 못한 인물들까지 합하면 20여 명에 이른다. 이들의 민족운
동은 1920년대 후반의 사회운동과 1930년대 전반의 적색농민조합운동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민족운동 전개에 있어 상당히 독특한 경우이다.
무섬마을 선성김씨 문중은 병호시비 당시 병론에 가담하여 활동하였
다. 병론에 가담한 문중은 대개 민족운동에 참여한 시기가 비교적 늦다.
이는 시기상 무섬마을 선성김씨 문중의 민족운동이 1920년대 후반의 사
회운동과 1930년대 전반의 적색농민조합운동에 집중되는 배경이 되었다.
선성김씨 문중 청년들이 사회주의를 수용한 경로는 영주지역 사회운동
가와의 학연과 지연으로 짐작된다. 무섬마을에서 사회주의를 수용한 인
물들은 대개 마을 안에서 대표적인 명문가 출신이다. 따라서 이들의 사
회주의 수용은 안동문화권의 사회주의 수용과 그 맥을 같이한다.
무섬마을 청년들의 1920년대 후반의 활동은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1928년 전반 무섬마을 청년들은 영주청년동맹 평은지부를 설립하는데 노
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1928년 2월, 평은지부는 영주청년동맹의 세 번째
지부로 설립되었다. 1928년 후반부터 무섬마을 청년들은 영주지역 사회
운동의 핵심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 무섬마을 청년들의 활동은
김성규가 주도한 국제무산청년의 날 기념 통지문 살포 시도와 김화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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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흥청년회 해체 시도, 영주지역 한해구제 활동, 김계진의 2차 영주격문
의거 등으로 나타난다.
한편 선성김씨 문중 청년들은 고향인 무섬마을에 ‘아도서숙’이라는 학
교를 세우고 교육운동에 나섰다. 아도서숙은 문맹퇴치, 민족교육, 민족정
신의 고양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아도서숙은 선성김씨 문중의 청
년들이 주도하였으며, 운영은 운영위원들의 성금으로 충당하였다. 아도
서숙은 운영위원들의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결국, 1933년 일어난
영주적농재건투쟁위원회 사건 이후 아도서숙은 일제에 의해 강제로 문
을 닫고 말았다.
격문의거 이후 무섬마을 청년들은 노선의 변화를 꾀했다. 합법적인 사
회단체를 통한 투쟁에서 비밀지하조직으로 노선을 전환한 것이다. 김화
진은 영주지역의 ‘영주군공산주의자협의회’에 가담하였다. ‘영주군공산주
의자협의회’는 인근 예천, 봉화와도 연계한 활동을 시도했다. 하지만 조
직을 만든지 몇 달만에 일제에 의해 조직이 와해되고 말았다. 영주군공
산주의자협의회 이후, 무섬마을에서는 김종진과 김명진을 중심으로 안동
콤그룹과 연계된 적색농민조합운동이 일어났다. 비록 안동콤그룹의 세포
조직이었지만 영주적농재건투쟁위원회는 무섬마을 청년들이 주도한 운
동이었다. 이들은 안동과 봉화 등지와 연합하여 1933년 5월 메이데이에
공동투쟁을 계획하였다. 하지만 일제에 의해 조직이 와해되어 무섬마을
청년들의 활동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무섬마을 선성김씨 문중의 민족운동은 가진 자의 선각자적 시각에서
출발하였다. 하지만 이 때문에 그들의 활동은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
에 없었다. 마을의 민족운동을 주도한 인물들이 대개 마을의 명문가 출
신이다 보니, 이들은 농민과 일반 대중을 교화의 대상으로 인식한 것이
다. 거듭된 체포와 투옥으로 무섬마을에서 민족운동을 주도한 인물들이
사라진 후, 투쟁이 계속되지 못한 까닭은 거기에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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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요약

Independence Movement of Sunsung Kim Clan
of Moosum Town, Youngjoo

Jo, Young-Deuk

This writing is about independence movement, which was led by Sunsung
Kim clan(宣城金氏). There are 5 laureates of the Order of Merit for National
Foundation for their independence actions, and this is about 10% portion of
awarded people in Youngjoo district. If we include other people who were
not rewarded, the number would go over 20. Their independence
movements are included mainly on social movements in late 1920’s, and
agrarian union movement in early 1930’s. This is a quite rare case in racial
movement for independence.
Sunsung Kim clan of Moosum town has participated in ‘Byung’ side(屛論)
when ‘Byunghosibi(conflict between Byung and Ho)(屛虎是非)’ occurred.
Most clans which has participated in Byung side generally shows its late join
into racial movement. This fact has became the background foundation for
their concentration into social movement of late 1920’s and agrarian union
movement of early 1930’s. It seems there had been several channels between
socialists of Youngjoo and youths of Sunsung Kim clan, and that should have
been the clan’s route of accepting socialism. Most personages who had
accepted socialism were members of most renowned clans of Moosum town.
Therefore, we can find certain similarity from their acception of socialism
with Andong district’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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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te 1920’s movement led by youths of Moosum town can be divided
into two parts. In early 1928, they had devoted to the establishment of
Pyeongeun branch of Youngjoo youth association. Their effort has succeeded
to build the Pyeongeun branch as the third branch of Youngjoo youth
association. From late 1928, Youths of Moosum town has became the main
actors of socialism movments in Youngjoo district. Agenda distribution of
International proletriate youths’ day by Kim Sungkyu(金性圭), dissolvement
of Soonheung youth union led by Kim Hwa-jin(金華鎭), relief works in
Youngjoo district, 2nd Youngjoo propaganda distribution are examples of
their movements.
Meanwhile, Youths of Sunsung Kim clan has built a school ‘A do seo
sook’ in their hometown Moosum to begin their education action. This
school has set its main goals, which are illiteracy eradication campaign,
national education and enhancing national consciousness. The school was
mainly led by Youths of Sunsung Kim clan, and received its financial
backups from donations of management committee. The management of ‘A
do seo sook(亞島書塾)’ was deeply related with the committee. After
‘Youngjoo Communists Agrarian Struggle Association’ incident, it was
abolished by Japanese government by force.
After propaganda distribution movement, youths of Sunsung has changed
their line, from lawful social organization movement to secret resistance
movement. Kim Hwa-jin has joined ‘Communists’ union of Youngjoo district’,
which was an organization that has tried to carry on a linked movement with
Yecheon and Bonghwa. However, only after few months from its foundation,
it was abolished by Japanese government. After this incident, Agrarian
movement linked with Andong Communist Group has occurred in Moosum.
Although ‘Youngjoo Communists Agrarian Struggle Association’ was only a
cell part of Andong Communist Group, it was mainly led by youth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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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sum. They had planned a mayday struggle which was allied with
Andong and Bonghwa in May of 1933, but failed by Japanese government.
Independence movement of Sunsung Kim clan has started from the view
of enlightener. However, they had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becoming
minority. As most of the leaders who led the movement were members of
renowned family, they had taken the publics has the target of enlightenment.
Under the repeated arrestments and imprisonments, their struggle could not
go on, because of their exclusive characteristic.
Key words: Sudori, Moosum Town, Adoseosook, Youngjoo Peasant union,
Youngjoo branch of Singanhoe, Youngjoo youth association,
Youngjoo propaganda distribution, Communists union of
Youngjoo, Youngjoo communist Agrarian Struggle Associ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