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3회 학 술 공 개 세 미 나

초대의 말씀

주제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
도합니다.

II부

제 53회 학술원 공개 세미나
주제 : 3.1운동과 자유민주주의

제 1강 : 3.1운동·기독교 그리고 대한민국

하나님의 속성이기도한 자유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다.
일제36년간 국토 ․ 국민 ․ 주권을 송두리째 빼앗겼던 우리 겨레가
1919년 3.1 독립만세운동을 펼친 지 어언 99년이 되었다.

거

3.1운동과 자유민주주의

주의 자유 ․ 소유의 자유 ․ 표현의 자유 ․ 신앙의 자유 ․ 양심의 자
유가 보장된 것은 우리에게 억압에서 해방과 자유민주주의 국가
를 이루게 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주민들은 한반도에 살면서도 철창없는 감옥같이 이 모든 자

I부 경건회

유가 아직도 억압받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4조에 「자유민주주의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우리는 이를 추진한다」고 되어있다.

인

도 : 김성봉 목사
(한국성서대학교 초빙교수, 본원 이사)

3.1운동은 근대 민족사의 최대 범민족 자유민주주의 운동이다.
자유민주주의란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주권을 가진 국
민의 의사에 따라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정치 원리다.

국민

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그러기 위해서 다수의 정당

설

교 : 손인웅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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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서울신대 교수,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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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정치 과정에 반영하고, 입법 ․ 사
법 ․ 행정의 삼권분립의 원칙하에 국가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제
도다.
이것이 서양에서 빌려오거나 배워온 것임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인사의 말씀 : 이흥순 장로

우리 조상들은 3.1운동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만천하에 밝

(본원 이사장)

힌 것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53회 한국기독교학술원 신학공개세미나의 주제를 「3.1운동
과 자유민주주의」로 정하고 이를 발표하고, 논찬하실 4분의 신
실한 학자요 신앙인을 모시게 된 것을 여러분과 함께 감사하며,
바쁘신 중에도 참여하시어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
주시길 앙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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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강 : 한국민주주의와 3.1운동의 의의

Panel Discussion

제 53회 학술공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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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과 자유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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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1. 제 53회 학술공개세미나에 참여해 주시고
토론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오늘 경건회와 세미나의 순서를 맡아

일 시 :

2018. 10. 29.(월) 오후 2시

장 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
(서울 종로구 대학로 3길 29)

수고해 주신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3. II부 세미나가 마치면 만찬의 시간을 백주년기념관
논찬 : 이민원 박사

2층 식당에서 갖겠습니다. 끝까지 참여하시어 감사
와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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