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의 말씀

제 55회 학 술 공 개 세 미 나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예로부터 종교는 유대인으로부터, 문자는 헬라인 그리고 법은 로마가

주제

주었다고 합니다. 예수에 대한 재판에서 로마법과 유대 종교법에 의해

II부

제 55회 학술원 공개 세미나

주제 : 예수에 대한 재판

각각 세 차례씩 여섯 번의 재판을 받고, 종교법으로는 신성 모독죄로,

예수에 대한 재판

로마법으로 빌라도는 3번이나 무죄를 선언했고 석방까지 하려 했으나
로마법(고발, 증거, 방어, 판결)을 일탈하여 헤롯에게 보내어 가이사에
게 반역을 했다는 이유로 형벌을 가했습니다. 유월절 전례대로 강도,

제1강 : 공관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에 대한 재판

폭도, 혁명가, 반동자였던 바라바와 예수를 선택하도록 군중에게 여론
재판을 하게 했습니다. 빌라도의 불법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어 바
라바같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대속의 역사를 이루셨

I부 경건회

습니다.
유명인사나 역사적 인물이 재판을 받을 때 세상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인

도 : 손인웅 목사
(본원 이사)

소크라테스, 나치전범 특히 AD29 또는 30년 4월5일 나사렛 예수의
재판처럼 인류에 대한 도전을 하고 우리 감정을 자극한 재판은 역사상
없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존재하다 보니 원치 않는 송사건이
생길 수 있어 교회 재판에 호소해 보지만, 구속력이 없어 결국 국가재

설

교 : 이종윤 목사
(본원 원장)

판으로 다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까지도 아직
계류중인 예수에 대한 재판 문제를 포함하여 모든 교회 송사건에 대해

발제 1 : 박찬웅 박사

결국 「너희가 천사도 심판할 자들인데 지혜가 모자라 세상 법정에 송
사하느냐」(고전6)고 사도 바울은 책망을 하며, 우리에겐 마지막날 하

인사의 말씀 : 이흥순 장로

나님의 심판만을 기다리라는 것인가? 한국기독교학술원은 예수에 대한

(본원 이사장)

재판 이라는 주제로 성경적, 국가법적 해석을 통해 오늘의 교회들의
송사문제를 접근 해석을 시도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성도, 교역자, 재판국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라면서 정중히 초
대합니다.

2019. 9.
(재)한국기독교학술원
이사장 이 흥 순
원 장 이 종 윤

축

도 :

이종윤 목사
(본원 원장)

연세대 신학과 졸
연세대대학원 졸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원 신학박사(신약학)
현, 목원대 신학과 교수

제2강 : 형사법에 의한 예수에 대한 재판

제 55회 학술공개세미나

주제
Panel Discussion

예수에 대한 재판

이종윤 박찬웅 김일수 김영훈

발제 2 : 김일수 박사
고려대 법대 학장 역임
형사정책연구원장 역임
현, 고려대 명예교수
중국무한대 겸직교수
북경사범대 객좌교수

알 림

일 시 :

2019. 10. 21.(월) 오후 2시

장 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
(서울 종로구 대학로 3길 29)

제3강 : 총평

1. 제 55회 학술공개세미나에 참여해 주시고
토론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오늘 경건회와 세미나의 순서를 맡아
수고해 주신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3. 세미나가 마치면 만찬의 시간을 백주년기념관

총평 : 김영훈 박사
숭실대대학원장 역임
서울대 법대 졸
건국대대학원 졸(법학박사)
현, 한국교회법연구원 원장
현, 한국공법학회 고문

2층 식당에서 갖겠습니다. 끝까지 참여하시어
감사와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재단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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