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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중국 땅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

    네스토리우스의 선교

635년 | 알로펜과 21명의 선교시단이 당의 수도인 장안에 도착

   

경교의 전래 및 부흥

   네스토리우스파 기독  

  교는 500~950년 사이  

  에 지리적으로 널리 확  

  장 되었다. 특별히 중국  

  의 당나라가 문화포용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네스토리우스파는 중국  

  을 향해서도 선교의 발  

  걸음을 옮겼다. 당 태종  

  정관 9년인 635년에   

    7-8세기경 중국에 전래된 경교의 전례      알로펜(Alopen)을 단장  

         (성지주일을 묘사한 것)           으로 하는 21명의 선교  

                                    사 일행이 당의 수도였

던 장안에 도착했다.

  이 선교단이 가져온 종교의 명칭은 다양했는데 파사교(페르시

아에서 들어왔다는 이유), 大秦景(대진교, 로마라는 한자인 대진

이라는 말에 교 자를 붙임), 경교 등의 칭호가 사용되었다. 경교

라고 부르게 된 것은 기독교의 진리가 신기하고 오묘하여 그 이

름을 감히 붙이기 어려우나 그 공덕과 효용이 너무나 밝고 크게 

나타나므로 경교라 칭하게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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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로펜 일행이 도착하자, 당 태종은 의전재상을 보내 선교사

단을 환영했고 경교 경전을 한문으로 번역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었다. 또한 국비로 파사사도 건립하게 했으며, 그 후로도 해

가 거듭되면서 당나라 장안 내의 주요 고장들에는 교회 건물들이

세워졌다.

  태종을 이어 왕위에 오른 고종은 알로펜에게 '진국대법주(鎭國

大法主)'라는 관직을 주어 10도와 358주에 경교사원을 건립하도

록 허락했다. 숙종은 영무를 비롯한 다섯 군에 교회당을 더 설립

하라고 지시했고, 덕종도 경교에 호의를 보였으며, 이때 경교비

가 세워지게 되었다. 당 왕조는 285년간 지속되었는데, 경교는 

약 200여 년간 황실의 보호를 받으면서 부흥했다.

경교의 몰락

  당 무종 회창 5년에 몇몇 대신들이 외래종교인 불교, 경교, 요

교(조로아스터교)를 배척해야 한다는 상소문을 올렸다. 그 결과 

무종은 금교령을 내렸는데, 무종의 칙령은 아주 엄하게 시행되어 

사원이 모두 파괴되고 신도들은 추방되었다. 당의 말기 황제인 

희종 6년 황소의 난 중에는 외국에서 온 12만의 종교인들이 무

참하게 살육당했다. 이 핍박은 기독교 초대교회의 핍박보다도 더 

무서웠다.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카타콤 (catacomb, 초기 기독

교 시대의 비밀 지하 묘지)에 들어가서 살 수 있었지만 경교도들

은 숨어 살기가 매우 어려웠고, 이 같은 박해 속에서 경교 신도

들은 중심부에서 변경으로 이동하여 잔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경교·몰락의 주된 원인은 무엇일까? 가장 주된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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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정치적 환경의 변화일 것이다. 초기에 많은 환영을 받았

던 경교가 극심한 핍박을 만나면서 많이 위축되었을 것이다. 다음

으로는 당 왕조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하나님이 아닌 다

른 것을 의존하면서 기독교의 능력을 많이 상실했던 것으로 보인

다.

  마지막으로, 현지의 적응 실패를 들 수 있다. 경교는 성서를 

시리아어로 사용했고 모든 예배도 시리아어로 진행했다. 이런 이

유로 150년이 넘게 외래 종교로 취급받으면서 중국 사람들에게 

깊숙이 영향을 끼치지 못했기에 탄압을 받자 쉽게 몰락한 것으

로 보인다. 하지만 경교는 로마 가톨릭과 달리 군사적, 정치적 

정복 방식을 따르지 않고, 삶의 모범을 통해 부단히 선교하려 했

다는 데서 큰 의의를 지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