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헤드린(Sanhedrin)공회와 출교의 형벌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
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 함이러라."(요9:22)

산혜드린 의회는 예수에게 사형을 언도하여 빌라도에게 넘겼다. 스
데반을 정죄하여 돌로 쳐 죽여서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를 만
들어 내기도 하였다. 나면서부터 소경 되었던 자가 예수를 만나고
실로암에 가서 씻은 후 밝은 눈으로 돌아왔으나 그에게 출교의 형벌
을 내렸다. 이와같은 일을 결정한

이스라엘의 산헤드린 공희는 어

떤 기관인가?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의 포로기 후기부터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으
로 존속하였다.

회원은 71명으로 구성 되었으며 그 근저는 모세 시

대에 70인의 장로를 세운 데서부터 기인하고 있다.
B.C 63년에 유대 나라가 로마에 점령되고 A.D 6년부터 A.D 66년
까지 산헤드린의 권력이 가장 강력하게 부상하였으나 A.D 66년에
유대인 반란이 일어나자 계엄령이 선포되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하여 재 함락 되었을 때 산헤드린은 영구히 해체 되었다.
예수님 당시 산헤드린 회원은 당시 귀족계급이던 사두개인들과 제
사장들로 구성되었으나 후에 바리세인들이 잠시 회원으로 들어오기
도 하였다.

의장은 대제사장이 맡았다.

로마는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 안에서

로마의 법에 반역하지 않고

공공질서가 유지되며 로마의 조세정책에 반대하지 않고 세금을 납세
하고 있는 한, 자기 민족적인 문제는 자기민족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였다.
비록 유대에

대제사장의 직위와 유대 왕권은 로마에 귀속되었으나

유대에는 유대인의 왕인 헤롯이 있었고, 종교지도자인 대제사장이
있었으며, 유대의 종교와 도덕과 율법문제를 관장하고 의결하며 사
법권을 행사 할 수 있었던 산헤드린 공회가 존립하여 있었다.
산헤드린 공회의 회기는 안식일이나 이스라엘의 절기인 명절에는
모임을 가질 수 없도록 되어있었다. 그리고 극형과 관련된 재판은
밤에는 개최 할 수 없도록 하였다. 밤에는 사람의 감정이 분위기에
쉽게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평상시의 집회시간은 아침 희생을

드릴 때부터 저녁 희생을 드릴 때까지 이였다. 그러나 예수에 대한
재판은 야간에 불법으로 행하여 졌으며 대제사장의 저택에서 비밀리
에 행하여 졌다.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는 밤에 예수를 찾아왔던 니고데모와(요 3:1
절 이하), 예수가 십자가에서 희생 되어진 후 그 시체를 인수하여
자기의 새 무덤에 장사지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요 19:38)사도들
을 다 죽여 없애려고 모였던 공회 앞에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뜻을

설법하던 가말리엘 같은 회원이 있었다. (행 5:33절 이하)그러나 그
들이 예수를 재판하는 데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짐작된다.
로마는 관할 지역에 총독을 파송하여 점령지를 통치하였으나 전술
한바와 같이 치안유지와 조세정책에 반대하지 않는 한 모든 것을 그
민족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였다. 유대의 산헤드린 공회는 당시 그
나라의 최고 의결기관 이였으나 사형권 만은 총독의 허락을 받도록
하였다.
예수는 대제사장이 보낸 하속들에게 체포되고 대제사장의 관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에게 참람한 말을 한 신성모

독죄를 적응하여 사형을 언도하고 빌라도에게 넘겼다.

빌라도 총독

은 신성 모독죄에 대한 유대 종교에 관한 문제는 그가 관여 할 문제

긴 무리에게 말했다.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요 18:31)
이에 저들이 대답하기를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했다.(요 18:31)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길 때는 신성모독죄의 죄목
으로 넘기지 않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 민란을 모의하고 로마에 대한
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예수를 넘

반역죄로 예수를 고소하였던 것이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공회 앞에서 일장의 설교를 하고 그들의 정죄를
받아 돌에

맞아 죽었다.

사형을 당한 것이다.(행 7장)

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의 형제 야고보도 이스라엘 공회에
서 처형되었다. 그러나 당시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던 아그립바는
대제사장 안나스 III세에게 책임을 물어 즉각 그 지위에서 해임 시
켰다.
이로 보건데 스데반의 처형은 산헤드린의 무분별한 행동내지 그들
의 간계에 의해 저질러 진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산헤드린 공회가 가지고 있던 사법권 중에는 죄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곤장을 치는 것과 태장과 “출교”의 형벌 있었다.
사도바울은 공회로 부터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을
맞았다. (고후 11:24-25) 태장은 가죽 채찍 끝에 납을 달아 치는
형벌로 살점이 묻어나는 사형에 가까운 형벌이었다. 또한 이에 못
지않게 정신적 육체적인 형벌은 “출교”의 형벌 이였다. 출교의 형벌
은 모세 시대 때부터 율법으로 정해져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
나님의 총회에서 끊어지는 것을 가장 무서운 저주로 알고 있었다.
출교는 하나님의 총회에서 끊어지는 형벌이었다. 산헤드린 공회는
새로운 법을 하나 의결 하였는데 이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 하였던 것이다.
출교의 형벌이 내려지면 하나님의 총회에서 끊어졌다는 저주 의식
과 함께 누구도 이 사람과는 상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그와 가까
이 서서 이야기 할 수 없으며 그는 완전히 사회에서 고립되어진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여 첫 번째 출교를 당한 자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로 예수가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발라주고 실로
암에 가서 씻으라 한즉 실로암에서 눈을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던
요세

소경 이였다.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나 이 출교의 형벌을 두려워하였다. 예수를 그
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 한다는 형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

온 인류의 구속주가 되었다..
법은 순리적 이어야하며 법 자체를 사랑 할 수 있어야 그 법을
지킬 수 있다. 그러므로 악법은 곧 폐지되어지며 악법은 생명이 짧
다. 악법의 생명을 힘으로 연장 하려는 자가 독재자이다.
산헤드린 공회는 최고의 사법권을 가지고 죄인에 대한 심판자로 군
림하였으나 그 나라가 로마에 재 점령 당하면서 역사에서 자라졌다.
리스도로 시인되어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