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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네스토리우스파의 시작과 선교

498년 | 네스토리우스교회, 페르시아의 니시비스(Nisibis)로 확대

   

   동방교회와 네스토리우스

   필립 젠킨스 ( Philip Jenk

   ins)는 "근동에서 창립된   

   기독교는 첫 1천 년 동안   

   유럽보다는 아시아와 북아  

   프리카에서 더 강했다. 거의  

   1,400년쯤 후에야 유럽(그  

   리고 유럽화한 북아메리카)  

   이 기독교의 심장부가 되었  

   다"라고 밝힌 바 있다. 즉,  

   초창기에는 서방 지역보다  

   오히려 동방 지역에서 더   

   기독교가 왕성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동방 지역 기독  

   교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한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키릴로스    인물이 바로 네스토리우스

(Nestorius) 이다.

  네스토리우스는 안디옥 학파의 대표적 신학자였던 데오도르

(Theodore of Mopsuestia) 밑에서 수학했고, 428년 동로마 

황제 테오도시우스 2세(Theodosius Ⅱ)에 의해 콘스탄티노플 

주교에 임명되었다. 그런데 네스토리우스는 그리스도에게 로고스

(Logos)가 임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신성과 인성을 구별하는 양

성론을 주장했는데, 이에 대하여 네스토리우스가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의 주교가 된 것을 시기하던 알렉산드리아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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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릴로스(Kyrillos)는 네스토리우스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했

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31년 

에베소에서 '제3차 전소 교회회의'를 소집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전 교회란 동방교회(희랍정교회)와 서방교회(로마기톨릭교회)가 

다같이 모이는 교회회의를 말함인데, 이 회의를 가리켜 '에큐메니

컬 공의회(Ecumenical Council)'라고 한다.

  한편 이 회의에서 당시 동로마 제국 수도 콘스탄티노플 주교

였던 네스토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기에 이르렀고, 그는 로마 

제국에서 추방되어 안디옥 근처의 한 수도원에서 살았다. 그 후 

네스토리우스는 아랍의 페트라(Petra)로 다시 유배되었다가 결국

에는 이집트에 있는 한 오아시스로 추방되었으며 그곳에서 451

년경에 사망했다. 

네스토리우스파의 선교

  네스토리우스가 세상을 떠나고 그를 추종하던 제자들이 페르

시아(현재의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지역) 에데사(Edessa) 

에 피난처를 찾아 그곳에 수도원을 세우고 전도하여 교회를 설

립했는데, 이 교회가 바로 네스토리우스파 교회이다. 이들은 조

로아스터교 Zoroaster(예언자 조로아스터의 가르침에 종교적, 

철학적 기반을 두고 있으며, 유일신 아후라 마즈다 Ahura 

Mazda를 믿는 고대 페르시아 종교) 교도들에게 많은 박해를 받

으면서 수십만이 순교하거나 추방을 당했다. 이때 그들은 초대 

기독교인들처럼 세계 도처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했다. 그들은 

도피한 나라에 가서 그 국가의 왕가와 귀족의 개인비서, 의사, 

하인으로 일하거나, 자신의 손으로 직접 노동을 해서 생계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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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며 복음을 전했다. 그들은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였고 성경의 

많은 부분을 암송할 정도로 성경에 능통했는데, 심지어 신약성경 

전체를 암송했던 이들도 있었다고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직업을 

가지고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으며, 자신들의 주요 임무를 그리스

도의 대사가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런 점에서 네스토리우스파

를 다년간 연구해왔던 존 스튜어트(John Stewart)는 네스토리

우스교도들을 항하여 “그들이야말로 세상에 존재했던 어떤 교회

보다도 더 많은 선교사를 지닌 선교지향적인 교회였다”고 평가한

다.

  또한 네스토리우스교도들은 신학교를 세우고 인재들을 양성하

여 각지에 선교사들을 파송했는데 그들은 인도, 아랍, 중국까지 

퍼져나가며 왕성한 선교활동을 펼쳤다. 그들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까지 무릅쓰면서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 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많은 선교사를 보내 공동체를 세워 이슬람 침략 

이전에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가 터키와 훈족(Huns)에게까지 확

장되도록 힘썼다. 그리고 학문 증진과 학교 및 병원 건립에 이바

지했으며, 특히 중앙아시아의 비단길을 타고 중국에까지 선교사

를 파송하여 경교란 명칭으로 활발한 선교활동을 전개했다. 그러

나 서방교회는 지속적으로 네스토리우스파 교회를 분열주의자나 

이단으로 의심하면서 자신들의 모델을 따르도록 강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