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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1) ‘하나님의 평화와 은총이 깃드시기를’이라는 뜻의 아랍어로 무슬림은 선지자 무함마드의 이름 뒤
에 존경과 사랑의 의미로 붙여 부른다.

본서는 이슬람을 소개하는 간단한 안내서로 다음 3장으로 구성된다.

 제 1 장 이슬람의 진실을 밝히는 증거는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

한다.

n 꾸란은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가?

n 무함마드  1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선지자인가?

n 이슬람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참종교인가?

 다음 여섯 가지 증거를 제시한다.

 1) 성 꾸란의 과학적 기적: 1400년 전 이미 성 꾸란에 계시된 바 있

는 최신 과학 지식을 논의한다. 

 2) 성 꾸란과 같은 것을 만들어 보려는 

시도: 하나님은 성 꾸란과 같은 것

을 만들어 보라고 말씀하신다. 그

러나 1400년 전 성 꾸란이 계시된 

이래 지금까지 그 누구도 성공한 

사람은 없다. 성 꾸란의 가장 짧은 

장인 108장은 단 열 단어로 이루

어져 있으나 이처럼 짧은 장 1개

를 만들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3) 성경에 예언된 선지자 무함마드 

: 선지자 무함마드  를 예언

한 성경의 구절을 논의한다.

 4) 성 꾸란에 예언된 사건: 성 꾸란

은 앞으로 있을 사건을 예언한다. 

그 예로 페르시아에 대한 로마의 승

리가 예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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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선지자 무함마드  께서 이루신 기적 : 선지자 무함마드  께

서 행하신 많은 기적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목격되었다.

 6) 선지자 무함마드  의 소박한 삶: 선지자 무함마드  의 소박

한 삶은 그 분이 참선지자이며 물질적 이득과 명성과 권력을 얻

기 위해 선지자 행세를 했던 것이 아니었음을 증명한다. 

 위 여섯 가지 증거로부터 다음 결론을 내릴 수 있다. 

n 꾸란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으며 문자로 쓰인 하나님의 말씀이

다.

n 무함마드  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선지자이시다.

n 이슬람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참종교다.

 감정과 편견을 버리고 이성과 지성에 의해 판단할 때 참종교와 거

짓종교를 구별할 수 있다. 하나님은 참선지자와 참종교를 증명

하기 위해 여러 기적과 예증을 보여 주셨다. 

 제 2 장 이슬람이 가져온 은혜는 이슬람이 인류에게 가져온 다음 은

혜를 설명한다. 

 1)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

 2) 지옥불로부터의 구원

 3) 참 행복과 내적 평화

 4) 이슬람 개종 이전의 죄악에 대한 용서

 제 3 장 이슬람에 관한 일반 지식은 이슬람에 대한 일반 지식과 자주 

야기되는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한다.

 n 테러에 대한 이슬람의 입장

 n 이슬람이 보장하는 여성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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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은 마지막 선지자 무함마드  에게 여러 기적과 
예증을 보내시어 그가 하나님의 참선지자임을 증명하셨다. 
또한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서인 성 꾸란에 여러 기적을 담
아 주심으로써 성 꾸란이 문자로 쓰인 하나님의 말씀이며 
꾸란의 작가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증하셨다.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에 대해 알아보자.

(1) 성 꾸란의 과학적 기적

성 꾸란은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1을 통해 마지막 선지자 무함마드  에게 성 
꾸란을 계시하셨다. 선지자 무함마드  께서 성 꾸란을 암
송하시면 교우들이 받아 적었다. 그들은 차례로 성 꾸란을 
암송하고 기록하여 다시 선지자 무함
마드  에게 검증받았다. 선지자 무
함마드  는 천사 가브리엘 과 함께 
매년 성 꾸란을 검토했으며 그의 생
애 마지막 해에는 꾸란 전체를 두 번 
검토했다. 성 꾸란이 계시된 때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무슬림들이 성 꾸
란 전체를 암송한다. 10세에 꾸란 
전부를 암송하기도 한다. 성 꾸란
은 수세기 동안 단 한 글자의 변형 
없이 그대로 보존되어 온다.

1400년 전 계시된 성 꾸란에는 최근 밝혀진 과학적 사실
들이 언급되어 있다. 이것은 성 꾸란의 작가가 선지자 무함
마드  나 다른 어떤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꾸란
의 작가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성 꾸란은 하나님께서 선지

성 꾸란

이슬람의 진실을 밝히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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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성 꾸란에 계시된 인간 태아의
   발생 단계:

자 무함마드  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첨단 장
비와 정교한 과학적 방법을 동원하여 최근 입증된 과학적 
지식을 1400년 전 어떤 개인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은 불
가능하다.

 하나님은 성 꾸란에 인간 태아의 발생 단계에 대해 말
씀하신다:

 실로 하나님은 아담을 흙으로 빚었으며 아담의 
자손은 한방울의 정액으로써 안정된 곳에 두었
노라 그런 다음 그 정액을 응혈(알라까)시키고 
그 응혈로써 살(무드가)을 만들고  1

(성 꾸란, 23:12-14)

 아랍어로 알라까란 다음의 세 가지 문자적 의미를 지닌
다.

(1) 거머리, (2) 매달린 것, (3) 피의 응혈

 한 마리의 거머리를 알라까 단계의 태아와 비교해 보면 
삽화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매우 비슷하다.2 또한 거머리
가 다른 개체의 피를 빠는 것처럼 이 단계의 태아도 어머니
의 피로부터 양분을 흡수한다.3 

 알라까의 두 번째 의미는 매달린 것이다. 삽화 2와 삽화 
3에서 알 수 있듯, 알라까 단계의 태아는 어머니의 자궁 안
에 매달려 있다. 

알라까의 세 번째 의미는 피의 응혈이다. 알라까 단계의 
태아와 그 액낭의 겉모습은 마치 한 덩어리의 피의 응혈처
럼 보인다. 이는 태아 안에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혈액이 존

(1) 아랍어로 쓰인 성 꾸란 자체가 아니라 성 꾸란 의미의 한국어 번역이다. 한국어 번역은 <꾸란 의미 

번역 -한국어-, 사우디 아라비아 파하드 국왕 꾸란 출판청, H. 1425>를 따른다. 

(2) The Developing Human, [의료 발생학에 의한 인류진화] Moore and Persaud, 5th ed. p.8. 
(3) Human Development as Described in the Qu’ran and Sunnah, [코란, 수니파상에 기록된 인

류 진화]Moore and others,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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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 2. 어머니
의 자궁 안에 매
달려 있는 알라까 
단계 태아의 모습
(The Developing 
Human, [의료 발
생학에 의한 인류
진화] Moore and 
Persaud, 5th ed. 
p.66.)

삽화 3. 어머니의 자궁 안에 알라까 단계의 
태아가 매달려 있는 모습을 찍은 현미경 사진
(B로 표시). 태아의 실제 크기는 약 0.6mm. 
(The Developing Human, [의료 발생학에 
의한 인류진화] Moore, 3rd ed. p.66. from 
Histology, Leeson and Leeson.)

삽화 1. 한 마리의 거머리와 알라까 단계의 인간 태아의 모습은 매우 비슷
하다. 거머리의 모습은 Human Development as Described in the Qur’an 
and Sunnah, [코란, 수니파상에 기록된 인류 진화] Moore and others, p.37, 
Integrated Principles of Zoology, [동물학 종합원칙] Hickman and others 
에서 발췌하였으며 태아의 모습은 The Developing Human, [의료 발생학에 의
한 인류진화] Moore and Persaud, 5th ed. p.73에서 발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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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 4.  알라까 단계 태아 
내부의 초기 심장혈관 체계
를 보여준다. 태아와 그 액
낭의 겉모습은 한 덩어리의 
피의 응혈처럼 보인다. 상대
적으로 많은 양의 혈액이 태
아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 (The Developing Human, 
[의료 발생학에 의한 인류진
화] Moore and Persaud, 
5th ed. p.65.)

재하기 때문이다.1(삽화 4참조). 또한 태아 내의 혈액은 3주
가 지날 때까지 순환하지 않는다.2 따라서 이 단계의 태아는 
마치 한 덩어리의 피의 응혈처럼 보인다.

따라서 알라까라는 단어의 세 가지 의미는 알라까 단계
의 태아에 대한 묘사와 정확히 일치한다.

 꾸란의 구절에서 언급한 다음 단계는 무드가다. 아랍어 
무드가란 ‘씹혀진 것과 같은 물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껌 하나를 씹어 뱉어낸 후 무드가 단계 태아의 모습과 비교
해 보면 이 둘의 모습이 매우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바로 태아 척추의 체절 때문이다. 이 체절이 씹혀진 물질에
서 보이는 이빨 자국과 비슷하다.3 (삽화 5와 삽화 6참조).

 첨단 장비와 현미경의 발달로 인해 밝혀진 과학 지식을 
1400년 전 선지자 무함마드  는 어떻게 아셨을까? 선지자 
무함마드  후 천 년이 지난 1677년, 함(Hamm)과 리우웬훽
(Leeuwenhoek)은 현미경을 이용해 인간의 정자 세포를 최초
로 관찰한 과학자다. 그러나 그들은 정자 세포 안에 인간의 
형상을 한 작은 태아가 들어 있어 그것이 여성의 자궁 안에 
자리 잡아 성장한다고 생각했다.4

(1) Human Development as Described in the Qur’an and Sunnah,[코란, 수니파상에 기록된 인
류 진화] Moore and others, p.37-38. 

(2) The Developing Human, [의료 발생학에 의한 인류진화] Moore and Persaud, 5th ed. p.65.

(3) The Developing Human, [의료 발생학에 의한 인류진화] Moore and Persaud, 5th 
ed. p.8.

(4) The Developing Human, [의료 발생학에 의한 인류진화] Moore and Persaud, 5th ed.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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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 5: 28일째 무드가 
단계 태아의 사진. 이 단
계의 태아는 씹혀진 물
질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태아 척추의 체절
이 씹혀진 물질에서 보
이는 이빨 자국과 비슷
하기 때문이다. 태아의 
실제 크기는 4mm다
. (The Developing 
Human, [의료 발생
학에 의한 인류진화] 
Moore and Persaud, 
5th ed. p.82, 일본 교
토 대학교의 Hideo 
Nishimura 교수 제공)

삽화 6: 무드가 단계 태아
와 씹은 껌 하나를 비교해 
보면 둘의 모습이 매우 유
사함을 알 수 있다. 

A) 무드가 단계 태아
를 그린 것이다. 이빨 자
국처럼 생긴 태아 척추
의 체절이 보인다. (The 
Developing Human, [의
료 발생학에 의한 인류진
화] Moore and Persaud, 
5th ed. p.79)

B) 씹은 껌의 사진 



10
제

 1
 장

이
슬

람
의

 진
실

을
 밝

히
는

 증
거

이슬람의 이해를 돕는 간단한 삽화 안내서  

케이트 L. 무어(Keith L. Moore) 명예 교수는 해부학
과 태아 발생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다. 그의 저서 The 
Developing Human은 8개 언어로 번역된 과학 참고서로써 미
국의 한 특별 위원회에 의해 최고의 참고서로 선정된 바 있
다. 케이트 무어 박사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해부학과 세
포 생물학 명예 교수로 의학 교수진의 기초과학 부학장을 
지내고 8년간 해부학과장을 역임했다. 1984년 캐나다 해부
학자 협회로부터 J. C. B 그랜트 상을 수상하였으며 북미�캐
나다 해부학자 협회와 생물학 연합 협회와 같은 여러 국제
단체를 지도해왔다.

1981년 사우디 아라비아 담만에서 열린 제 7회 의학 학술
회에서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꾸란에 계시된 인간 발달에 
관한 구절을 설명할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저
는 이 구절들을 무함마드에게 계시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
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태아 발달에 관한 이런 종
류의 지식은 무함마드 이후 수세기가 지나서야 밝혀진 것이
기 때문입니다. 이는 무함마드가 하나님의 사도임을 증명하
는 것입니다."1

이어 무어 교수는 다음 질문을 받았다. "박사님은 꾸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박사가 대답했다. "꾸
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에 대해 문제될 것은 전
혀 없습니다."2 

학술회에서 무어 교수는 이렇게 진술한다. "...인간 태
아 발달 단계는 매우 복잡합니다. 발달 단계 동안 끊임없는 
변화를 거듭하기 때문입니다. 꾸란과 순나에 언급되는 용
어를 가지고 새로운 분류 체계를 세워 볼 수 있습니다. 새
로운 분류 체계는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고 현 태아 발생학
의 지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지난 4년간 꾸란과 하디쓰
(선지자 무함마드  의 언행록)를 깊이 연구한 결과 인간 
태아의 발달 단계를 구별하는 하나의 체계를 발견하게 되
었습니다. 기원 후 7세기 기록으로는 너무나 놀라운 체계

(1) 이 연설은 This is the Truth [이것이 진실이다] (동영상)에서 인용하였다. 
(2) This is the Truth [이것이 진실이다]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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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태아 발생학의 선구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 전 
4세기 암탉의 알을 연구하여 병아리 태아가 여러 발달 단
계를 거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단계에 
대해 어떤 구체적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발생학의 역사
에서는 20세기에 들어설 때까지 인간 태아 발달 단계와 구
분에 대해 거의 알려진 바가 없었습니다. 7세기 과학 지식
으로는 꾸란에 계시된 인간 태아에 대한 묘사가 절대 불가
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단 하나! 바로 하나님께서 
무함마드에게 이것을 계시하셨습니다. 무함마드는 과학을 
알지 못했고 글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구체적인 지
식에 대해서도 알 리 없었습니다."1

(1) This is the Truth [이것이 진실이다] (동영상). 
(2) Earth, [지구] Press and Siever, P.435. Earth Science, Tarbuck and Lutgens, p.157. 
(3) The Geological Concept of Mountains in the Qur’an, [코란에 근거한 산 지질학 개념] El-

Naggar, p.5. 

Earth는 세계 여러 대학교에서 사용하는 기본 참고서다. 
이 책의 두 명의 저자 중 한 사람이 바로 프랭크 프레스(Frank 
Press) 명예 교수다. 교수는 미국 전 대통령 지미 카터의 과학 
고문을 지내고 12년 간 워싱턴 시 국립 과학 연구소장을 지
냈다. 그는 저서를 통해 산의 기저에는 뿌리가 있다고 말한
다.2 이 뿌리는 땅 속 깊이 뻗어 있어 산은 마치 기둥을 박아 
놓은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삽화7, 삽화8, 삽화9 참조)

이것은 바로 꾸란에 묘사된 산의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꾸란을 통해 말씀하신 바는 다음과 같다.

B) 꾸란에 계시된 산: 

 하나님이 대지를 두매 넓다랗게 두셨으며 산들
을 두매 기둥으로 두었고   (성 꾸란, 78:6-7)

현대 지구 과학은 삽화 9처럼 산이 지표면 아래 깊은 뿌
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 뿌리는 지표면 위로 솟아 있는 부분
보다 몇 배 더 깊이 아래로 뻗어 있다고 주장한다.3 이에 근
거하여 산을 묘사하는 가장 적절한 단어는 ‘기둥’이다. 잘 박
아놓은 기둥은 그 대부분이 땅 속에 묻혀 있기 때문이다.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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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 7: 산은 지
구 표면 아래
에 깊은 뿌리
를 가지고 있
다.(Earth, [지
구] Press and 
Siever, p. 413)

삽화 8: 모형도. 산은 땅 속에 기둥과 같은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Anatomy 
of the Earth, [지구 해부] Cailleux, p.220)

삽화 9: 산 아래의 깊은 뿌리 때문에 마치 기둥을 박아 놓은 것처럼 보인다. 
(Earth Science, [지구 과학] Tarbuck and Lutgens, p.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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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Geological Concept of Mountains in the Qur’an, [코란에 근거한 산 지질학 개념] p.5.
(2) The Geological Concept of Mountains in the Qur’an, [코란에 근거한 산 지질학 개념] 

p.44-45. 
(3) The Geological Concept of Mountains in the Qur’an, [코란에 근거한 산 지질학 개념] p.5. 

 그 분은 산들을 대지 위에 고정시키셨으니 이
는 너희로 하여 안정케 하고자 함이요 
 (성 꾸란, 16:15)

학의 역사에서 산이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이론은 19세
기 후반에 도입되었다.1 

 산은 지각을 안정시키고 지각의 흔들림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2 하나님께서 꾸란에 말씀하신 바는 다음과 같
다.

현대 구조 지질학은 지표면을 안정시키는 산의 역할에 
대한 이론을 지지한다. 이 이론은 1960년대 후반 구조 지질
학에서 이해되기 시작했다.3

 선지자 무함마드  의 시대에 누군가 산의 참모습에 대
해 알고 있었을까? 바로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산이 실은 현
대 과학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땅 속 
깊은 곳까지 뿌리를 가지고 뻗어 있
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 많
은 지질학 저서들이 지구 표면 위
로 솟아 있는 산의 윗부분만을 묘사
한다. 그것은 지질학 전문가에 의해 
집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 지질학은 꾸란 구절의 정확성
을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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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후 그 분은 스스로 수증기로 가득한 하늘
로 오르시며  (성 꾸란, 41:11)

현대 우주학은 우주 전체가 과거의 어떤 순간에 한 점의 
‘수증기’(불투명하고 밀도가 높은 뜨거운 가스 혼합물)1에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는 현대 우주학의 분명한 원
칙이다. 현대 과학자들은 삽화 10과 삽화 11처럼 그 ‘수증기
’의 잔재로부터 새로운 별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관찰한다. 
밤에 볼 수 있는 빛나는 별들은 우주 전체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수증기’ 안에 존재했었다. 하나님께서 성 꾸란에 말
씀하신 바는 다음과 같다.

C) 꾸란에 계시된 우주 탄생의 기원:

지구와 천체(태양, 달, 별, 행성, 은하계 등)는 하나의 ‘수
증기’로부터 형성되었다. 지구와 천체는 하나였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 ‘수증기’ 물질로부터 지구와 천체가 형성된 
후 분리되었다. 하나님은 성 꾸란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불신자들은 하늘과 땅이 하나였음을 알지 못하
느뇨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분리 하고   

(성 꾸란, 21:30)

(1) The First Three Minutes,  a Modern View of the Origin of the Universe, [최초 3분 - 우주 기
원에 관한 현대관] Weinberg. p.94-105.

(2) This is the Truth [이것이 진실이다] (동영상) 
(3) This is the Truth [이것이 진실이다] (동영상) 

알프레드 크로너(Alfred Kroner) 박사는 세계적으로 저명
한 지질학자다. 박사는 독일 요하네스 쿠텐버그 대학교 지
질학 연구소의 지질학과 학장이자 교수다. 그는 이렇게 말
한다. "무함마드의 출신을 생각해 보면... 그가 우주의 공통 
기원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들도 최근에야 아주 복잡한 첨단 기술을 이용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점이 내가 말하고 싶은 것입니
다."2 그의 연설은 이어진다. "1400년 전 핵물리학에 관해 전
혀 문외한인 사람이 지구와 천체의 공통 기원을 스스로 생
각해낸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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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 10. 우주 전
체의 탄생 기원이
었던 ‘수증기’의 잔
재인 가스와 먼지 
덩어리(성운)로부
터 새로운 별이 탄
생하는 모습. (The 
Space Atlas, [우
주 지도] Heather 
and Henbest, 
p.50)

삽화 11. 라군 성운은 먼지와 가스 덩어리로 그 지름은 60광년이다. 라군 성운
은 내부에서 최근 형성된 뜨거운 별이 뿜어내는 자외선 방사로 인해 흥분된 상
태다. (Horizons, Exploring the Universe, [수평선 - 세계 탐구] Seeds, plate 
9, from Association of Universities for Research in Astronomy.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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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ssentials of Anatomy & Physiology, [해부학, 생리학의 요소] Sleeey and others, p.211, The 
Human Nervous System, Noback and others, p.410-411. 

(2) Essential of Anatomy & Physiology, [해부학, 생리학의 요소] Sleeley and others, p.211. 
(3) Al-E’jaz al-Elmy fee al-Naseyah (The Scientific Miracles in the Front of the Head), [이마의 

과학적 기적] Moore and others, p.41. 

 그로 하여금 알게 하리니 그가 단념하지 않는
다면 그의 앞머리를 끌어 가리라 그 머리는 거
짓과 죄악의 머리라 
 (성 꾸란, 96:15-16)

D) 꾸란에 계시된 대뇌:

카으바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선지자 무함마드 
 를 방해 했던 사악한 불신자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
씀하신다.

꾸란은 왜 하필 앞머리를 거짓과 죄악의 존재라 묘사했을
까? 앞머리와 거짓과 죄악 사이에는 무슨 관련이 있는 것
일까?

 앞머리의 두개골 내부는 삽화 12와 같다. 생리학은 이 부
분의 기능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다음은 Essentials of 
Anatomy & Physioloy 에서 인용한다. "행동을 계획하고 시작
하게 하는 동기와 사고가 전액골의 앞부분, 즉 전두골 돌출
부에서 일어난다. 이 부분은 연상 대뇌 피질이다.."1 이어지
는 설명이다.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와 관련하여 전두골 돌
출부는 공격을 명령하는 기능을 갖는다."2

대뇌의 이 부분은 선행이나 악행을 계획하고 동기를 부여
하며 행동을 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거짓말을 하거나 진
실을 말하는 것도 이 부분의 역할이다. 따라서 성 꾸란에 
계시된 바와 같이 거짓과 죄악으로 물든 사람의 앞머리 부
분을 거짓과 죄악 자체로 묘사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 
"그 머리는 거짓과 죄악의 머리라" 케이트 L. 무어 교수에 
의하면 6년 전 최초로 전두골 돌출부 기능이 밝혀졌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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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꾸란에 계시된 바다와 강:

현대 과학은 두 바다가 만나는 장소와 바다 사이 장벽의 존
재를 밝혀냈다. 각 바다는 장벽 으로 인해 각자의 고유 온도
와 농도, 밀도를 유지할 수 있다.1 예를 들어 지중해 해수는 
대서양 해수보다 온도가 높고 소금 농도가 진하며 밀도가 
낮다. 지중해는 지브롤터 암층 위에서 대서양 아래로 파고
들어 수천 킬로미터를 지나간다. 깊이 1000미터 아래로 내
려가면서도 지중해 고유의 따뜻한 온도와 진한 소금 농도, 
낮은 밀도를 유지한다. 또한 1000미터 아래에서도 대서양과 
섞이지 않고 안정된다.2(삽화 13 참조)

삽화 12:대뇌 피질 좌반구의 기능. 전두골 돌출부는 대뇌피질 앞쪽에 위치한다. 
(Essentials of Anatomy & Physiology, [해부학, 생리학의 요소] Sleeley and 
others. p.210) 

(1)  Principles of Oceanography, [해양학 원칙] Davis, p.92-93. 
(2)  Principles of Oceanography, [해양학 원칙] Davis, 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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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 13: 지중해 해수가 지브롤터 암층 위에서 대서양 해수 밑으로 파고 들어
갈 때 지중해는 고유의 따뜻한 온도와 진한 소금 농도, 낮은 밀도를 유지한다. 
두 개의 다른 바다를 구별하는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온도는 섭씨(C°)로 
표시한다. (Marine Geology, [해양 지질학] Kuenen, p.43에서 발췌, 약간의 
수정 더함)

 그 분께서 두 바다를 자유롭게 흐르게 하고 만
나게 하되 둘 사이에 장벽을 두니 그 둘 각자는 
침범하지 아니 하노라 
 (성 꾸란, 55:19-20)

 성 꾸란에 해수와 민물 사이의 장벽과 "분리 구역"의 존
재에 대해 언급된다. 하나님께서 성 꾸란에 이렇게 말씀하
신다.

 두 바다를 각각 자유롭게 흐르도록 하여 이쪽
은 향긋하고 달콤하게 하사 다른 쪽은 짭짤하고 
쓴 맛을 내게 하여 그둘 사이에 장벽을 두어 분
리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성 꾸란, 25:53)

두 바다 모두 큰 파도와 강한 흐름과 조류를 지니지만 서로 
섞이지 않고 장벽을 침범하지 않는다. 

 성 꾸란에 두 바다 사이의 장벽의 존재가 언급된다. 하나
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제
 1 장

이
슬

람
의

 진
실

을
 밝

히
는

 증
거

19

이슬람의 이해를 돕는 간단한 삽화 안내서  

(1) Oceanograghy, Gross, p. 242, Introductory Oceanography, [해양학 입문] Thurman, p.300-
301. 

(2) Oceanography, Gross, p. 244, Introductory Oceanography, [해양학 입문] Thurman, p.300-
301. 

삽화 14: 강어귀의 소금 농도(1000분율 ‰)를 보여주는 수직 구획. 민물과 해
수 사이에 분리구역이 존재한다.(Introductory Oceanography, [해양학 입문] 
Thurman, p.301에서 발췌)

 성 꾸란에 의하면 민물과 해수 사이에는 장벽과 함께 "분
리 구역"이 존재하지만, 두 개의 다른 바다 사이에는 "분리 
구역" 없이 오로지 장벽만 언급된다. 여기서 독자는 그 이
유에 대해 궁금해할 것 같다.

 현대 과학은 민물과 해수가 만나는 강어귀에서 벌어진 현
상이 두 개의 다른 바다가 만나는 현상과는 다르다고 말한
다. 강어귀에서 민물과 해수가 구별되는 것은 밀도 불연속
선이 있는 분리 구역 때문이다."1이 분리 구역에는 민물이
나 해수와는 다른 차원의 소금 농도가 존재한다.(삽화 14참
고)2

 이상은 최신 첨단 장비를 동원하여 온도와 농도, 밀도와 
산소 용해도 등을 측정한 결과 밝혀진 과학 지식이다. 사람
의 육안으로는 두 바다의 차이점을 알 수 없으며 두 바다도 
하나의 같은 바다처럼 보인다. 마찬가지로 육안으로는 강
어귀의 물이 민물, 해수, 분리 구역으로 나뉜다는 것을 구
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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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구절은 심해에 존재하는 어둠에 대해 언급한다. 심해에
서 사람은 손을 내뻗어도 자기 손을 볼 수 없다. 심해의 어
둠은 깊이 200미터 아래에서부터 시작된다. 삽화 15에서처
럼 이 깊이에서 빛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1 인간은 특수 장비
와 잠수함의 도움 없이 40미터 아래로 잠수할 수 없다. 심해 

F) 꾸란에 계시된 심해와 바다 속 파도:

 하나님께서 꾸란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의 행위는 넓고 깊은 바다 속의 암흑과도 
같노라 파도가 그 위를 덮으니 또 파도가 그 위
를 덮으며 구름이 그 위에 더하매 어둠은 아래
로 겹쳐 있더라 그가 손을 내밀어도 그것을 볼 
수 없나니   

(성 꾸란, 24:40)

(1) Oceans, [해양] Elder and Pernetta, p.27. 

삽화 15: 태양 광선의 3%-30%는 바다 표면 위에서 반사된다. 빛스펙트럼의 일
곱 가지 색 중 푸른색을 제외한 거의 모든 색이 심해 200미터 깊이에서 차례로 
흡수된다. (Oceans, [해양] Elder and Pernetta,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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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미터에서 장비를 갖추지 않은 사람은 생존 불가능하다.

 현대 과학자들은 최신 특수 장비와 잠수함을 이용해 심해
로 잠수하여 그곳에 존재하는 어둠을 발견했다.

 다음의 꾸란 구절에서 알 수 있는 바는 바다 속 깊은 곳에 
파도가 존재하며 이 파도 위에 다른 파도가 존재한다는 것
이다. “파도가 그 위를 덮으니 또 파도가 그 위를 덮으
며 구름이 그 위에 더하매" 두 번째 언급된 파도 위에는 구
름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파도는 바다 표면 위에 존재하
는 파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언급된 파
도는 무엇인가? 현대 과학자들은 두 개의 다른 밀도 층 경
계면에서 파도가 존재함을 밝혀냈다.1 (삽화 16참조)

심해에는 파도가 존재한다. 심해의 해수는 상층의 해수보
다 고밀도이기 때문이다. 바다 속 파도는 바다 위 파도와 같

삽화 16: 다른 밀도 층 사이에 파도가 존재한다. 하층 해수의 밀도는 높고 
상층 해수의 밀도는 낮다. (Oceanography, [해양학] Gross, p.204)

(1) Oceanography, [해양학] Gross, p.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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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ceanography, [해양학] Gross, p.205. 
(2) The Atmosphere, [대기] Anthes and others, pp. 268-269, Elements of Meteorology, Miller 

and Thompson, p.141. 

과학자들은 특정 종류의 바람과 구름 형성 단계를 거쳐 비
구름이 만들어지는 것을 발견했다. 

 적란운은 비구름의 한 종류다. 기상학자는 적란운의 형성 
과정과 비와 우박, 번개의 발생 과정을 연구한다.

 적란운이 비를 생성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다:

 1) 바람에 의해 구름이 운반됨: 바람이 작은 적운 덩어리
를 몰고 와 적란운을 형성한다. (삽화 17과 삽화 18참
조)

 2) 결합: 모여진 작은 구름들은 서로 결합해 큰 구름을 형
성한다.2 (삽화 18과 삽화 19참조)

3) 쌓여 올라감: 작은 구름들이 서로 모여 큰 구름이 만들
어지면 그 안에 상승기류가 발생한다. 구름 중심 부분

은 형태로 일어나며 부서지기도 한다. 바다 속 파도는 육안
으로 볼 수 없으며 특정 지역의 온도와 소금 농도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발견되었다.1

G) 꾸란에 계시된 구름:

삽화 17: B, C, D 집
중 지역으로 구름
이 이동하는 모습
을 담은 인공위성 
사진. 화살표는 바
람의 방향을 나타
낸다. (The Use of 
Satellite Pictures 
in Weather 
Analysis and 
Forecasting, [날
씨분석 및 기상예보
상의 위성 사진 사용
법] Anderson and 
others, p.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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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 18: 작은 적운 덩어리들이 지평선 근처의 집중 지역으로 모이는 모습
으로 여기서 거대한 적란운이 형성된다.(Clouds and Storms, [구름과 폭풍] 
Ludlam, plate 7.4.)

삽화 19: (A) 고립된 작은 적운 조각들. (B) 작은 적운들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큰 구름 안에 상승기류가 발생한다. 따라서 구름은 점점 위로 쌓여 올라간다. 물
방울은 � 로 표시한다. (The Atmosphere, [대기] Anthes and others, p.269)

의 상승기류는 가장자리의 상승기류보다 더 강하다.1 
이 상승기류가 구름 몸체를 수직으로 상승시켜 구름이 

(1) 중심부가 외부보다 냉각현상으로부터 더 보호되기 때문에 중심부의 상승기류가 더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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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Atmosphere, [대기] Anthes and others, p. 269. Elements of Meteorology, [기상학 요소] 
Miller and Thompson, p.141-142.

(3) Ee’jaz al-Qur’an al-Kareem fee Wasf Anwa’ al-Riyah, al-Sohob, al-Matar, Makky and others, 
p.55. 

기상학자는 비행기와 인공위성, 컴퓨터와 기구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하여 바람과 바람의 방향을 연구한다. 습도와 
변화를 측정하고 대기 압력의 수준과 변화를 관찰하여 구름
의 형성 과정과 구조, 기능과 같은 구체적 지식을 얻는다.2 

쌓여 올려진다. (삽화 19(B)와 삽화 20, 삽화 21참조). 
수직 상승으로 인해 구름 몸체는 대기의 냉각 지역까
지 끌려 올라간다. 대기의 냉각 지역에서 물방울과 우
박 덩어리가 형성되며 그 크기는 점점 더 커진다. 물방
울과 우박 덩어리는 상승기류가 지탱할 수 없을 정도
로 무거워져 비나 우박의 형태로 지상에 떨어진다.1

삽화 20: 적란운. 구름이 위로 쌓여진 
후 비가 내린다.(Weather and Climate, 
[날씨와 기후]  Bodin, p.123)

 하나님께서 성 꾸란에 말씀하신 바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두사 그것을 흐르게 하고 
그것을 다시 모아 비구름으로 만들어 그 사이
로 비를 내리게 하심을 그대는 보지 못했느뇨 
 (성 꾸란, 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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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박을 동반하는 적란운은 마치 산처럼 25,000피트에
서 30,000피트(4.7마일에서 5.7마일)의 높이에 달한다.1다
음은 성 꾸란에 계시된 구절이다.  그 분께서는 우박을 담
은 산과 같은 구름을 하늘에서 내리게 하시어 

성 꾸란 24:43 (삽화 21참조)

삽화 21: 적란운의 모습(A Color Guide to Clouds, [구름에 관한 컬러 가이드] 
Scorer and Wexler, p.23)

 그 분께서는 우박을 담은 산과 같은 구름을 하
늘에서 내리게 하시어 그 분께서 원하는 자를 
멸망케 하시고 그 분께서 원하는 자를 보호하기
도 하시며 그것의 번개의 섬광으로는 시력을 앗
아가기도 하시니라 

(성 꾸란, 24:43)

(1) Elements of Meteorology, [기상학 요소] Miller and Thompson, p.141. 

 구름과 비에 관한 언급에 이어 우박과 번개에 관해 계
시된 성 꾸란 구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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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성 꾸란은 우박에 
관해 “그것의 번개의 섬광"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박
이 번개를 발생시키는 원인인가? Meteorology Today라
는 책에서 그 해답을 찾아본다. 이 책은 초 냉각된 물방
울과 얼음 결정체로 이루어진 구름으로부터 우박이 떨
어질 때 구름에서 대전현상이 일어난다고 말한다. 물
방울은 우박과 충돌할 때 얼어붙어 잠재 열을 발산한
다. 우박의 표면이 얼음 결정체 표면보다 따뜻한 이유
는 여기에 있다. 우박이 얼음 결정체와 충돌할 때 한 가
지 중요한 현상이 일어난다. 차가운 물질로부터 따뜻
한 물질로 전자가 이동하는 현상
이다. 따라서 우박은 음극으
로 충전된다. 같은 현상이 
초 냉각된 물방울과 우박
이 충돌할 때도 일어나며 
양극으로 충전된 작은 얼
음 조각은 파열된다. 양극
으로 충전된 가벼운 입자
들은 상승기류에 의해 구
름의 상단으로 이동된다. 
한편 음극으로 충전된 우
박은 구름의 하단으로 내
려가 구름의 하단이 음극
으로 충전되며 번개로 발
산된다.1 따라서 우박이 번개
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라
고 말할 수 있다.

이상은 번개에 관한 최신 과학 지식이다. 기원 후 
1600년까지 기상학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이 
지배적이었다. 그는 대기가 습하거나 건조한 두 가지 
증발기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천둥은 건조
한 대기가 이웃하는 구름과 충돌할 때 발생하는 소리

(1) Meteorology Today, [현대 기상학] Ahrens, p.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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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Works of Aristotle Translated into English: Meteorologica, [아리스토텔레스 저서: 기
상학, 영문 번역판] vol.3, Ross and others, p.369a-369b. 

H) 성 꾸란의 과학적 기적에 대한 과학자들의 
논평:

이며 번개는 건조한 대기가 약하고 희미한 불꽃을 내
며 타는 현상이라고 주장했다.11400년 전 꾸란이 계시
된 시대에도 이런 이론이 지배적이었다.

성 꾸란의 과학적 기적에 대해 여러 과학자들이 논
평한다. 모든 논평은 This is the Truth라는 동영상에서 
발췌하였다. 

1)  T. V. N 페르사우드(T. V. N. Persaud) 박사는 메니
토바 대학교(캐나다 메니토바 주 위니페그시) 산부인
과,복재 과학,소아과, 아동 건강,해부학과 교수다. 16년
간 해부학과장을 역임하고 22권의 교과서를 집필, 편집
하였으며 181권 이상의 과학 논문을 집필했다. 1991년 
캐나다의 해부학계에서 J. C. B 그랜트 상을 수상했다. 
성 꾸란의 과학적 기적에 관해 질문 받고 박사는 이렇
게 답한다:

“무함마드는 매우 평범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글을 읽을 수도 쓸 수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는 글
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1200년 전(실
제로는 1400년 전임)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
다. 과학적 지식에 있어 놀랄 만큼 정확한 진술을 한  무
학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것이 단순한 우연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무
함마드의 진술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 때문이었
으며 이 사실을 제 마음속에 받아드리는데 있어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페르사우드 교수는 성 꾸란의 일부 구절과 선지자 
무함마드의 말씀 중 일부를 자신의 저서에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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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aheeh Muslim 사히 무슬림 #2643, Saheeh Al-Bukhari 사히 알 부카리 #3208
(2) Saheeh Muslim 사히 무슬림 #2645

또한 여러 학술회에서 꾸란의 구절과 선지자 무함마드
의 말씀을 소개했다.

2)  조 라히 심슨(Joe Leigh Simpson) 박사는 베일러 
의과 대학(미국 텍사스 주 휴스턴 시) 분자학과 인간 유
전학과 교수이자 산부인과 교수다. 또한 테네시 대학교
(테네시주 멤피스시) 산부인과 학장과 교수직을 역임했
다. 박사는 미국 다산 협회 회장을 지낸 바 있다.1992년 
산부인과 교수 협회 공로상을 비롯한 다수의 상을 수상
했다. 심슨 교수는 선지자 무함마드의 다음 두 가지 
말씀을 연구했다:

“여러분 모두가 어머니의 자궁 안에 있었을 때 40일 
동안 몸의 구성 요소들이 전부 모이게 됩니다." 

“태아가 42일 밤을 보내면 하나님은 한 명의 천사를 
태아에게 보내어 태아의 모습을 정하고 청각을 창조하시
며 시각과 피부와 살, 뼈를 만드십니다." 

 박사는 선지자 무함마드의 말씀을 집중 연구하
여 태아의 분명한 발생 단계는 첫 40일이라는 것을 강
조했다. 박사는 선지자 무함마드의 완벽하고 정확한 
말씀에 감명 받았다. 학술회에서 박사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두 하디쓰(선지자 무함마드의 어록)로부터 태
아의 주요 발달이 40일 내 모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저는 앞서 발표하신 분들의 말씀을 재차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디쓰가 기록된 당시의 과학적 지
식으로 이러한 사실을 밝혀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여기서 저는 유전학과 종교 사이에 어떤 모순점도 발
견할 수 없었으며 전통적인 과학적 접근 방식에 계시를 
더하여 종교가 과학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수
세기가 지나 꾸란 구절의 진실성이 입증되었습니다. 꾸
란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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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지자 무함마드는 글을 알지 못했다. 글을 읽고 쓸 수 없었기 때문에 교우들에게 
꾸란을 받아 적게 했다. 

3)  E. 마셜 존슨(E. Marshall Johnson) 박사는 토마스 
제퍼슨 대학교(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시) 해부
학과 발달 생물학과 명예 교수다. 지난 22년 간 해부학
과장과 교수직과 다니엘 바우 연구소장직을 역임했다. 
또한 기형학 협회 회장으로서 200권이 넘는 저서를 출
판했다. 1981년 사우디 아라비아 담만에서 열린 제 7회 
의학 학술회에서 존슨 교수는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요약하자면 꾸란은 태아 외형 발달에 대한 묘사뿐
만 아니라 태아 내부 발달 단계, 태아의 창조와 발달 단
계, 현대 과학의 주요 발견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박
사의 진술은 계속된다. "저는 한 사람의 과학인으로서 
전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다룹니다. 저는 발생
학과 발달 생물학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또한 꾸란의 
번역된 의미도 이해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만일 제
가 알고 있는 지식을 지닌 채 꾸란이 계시된 당시의 시
절로 돌아갈 수 있다 해도 꾸란에 계시된 내용들을 설
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무함마드가 이런 종류의 
지식을 어디선가 배웠다는 생각에 반박할 증거가 없습
니다. 바로 신의 계시가 그가 글로 기록했던 것1에 관련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4)  윌리엄 W. 헤이(William W. Hay) 박사는 저명한 
해양학자다. 그는 콜로라도 대학교(미국 콜로라도주 보
울더시) 지질학 교수다. 또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대
학교 로젠스셜 해양 대기 과학 학교장을 역임했다. 바
다에 관한 최신 과학 지식과 이를 이미 언급하고 있는 
꾸란에 관한 토의를 마친 후, 그는 이렇게 말한다:

 “고대 성서인 성 꾸란에 이런 종류의 지식이 담겨 
있다는 것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이런 지식들의 출처
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지식들이 거기 기록
되어 있고 그 구절의 의미를 발견해 나가는 작업이 매
우 흥미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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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란의 출처가 무엇이겠느냐는 질문에 박사의 대답
은 다음과 같다:

 “꾸란의 출처는 바로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5)  제럴드 C. 조린거(Gerald C. Goeringer) 박사는 조
지타운 대학교(미국 워싱턴 시) 의과 대학 세포 생물학
과 태아 발생학 부교수다. 사우디 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제 8회 사우디 의학 학술회에서 그는 다음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상대적으로 몇 구절 되지 않는 아얏(꾸란의 구절) 
에 생식체의 결합에서 시작하여 유기체의 탄생에 걸친 
광범위한 인간 발달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
에는 인간 발달에 관한 분명하고 완벽한 분류와 용어, 
묘사의 기록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꾸란의 
묘사는 인간 태아 발달 단계에 관한 전통적 과학 기록을 
수세기 앞선 것입니다."

6)  요쉬히데 코자이(Yoshihide Kozai) 박사는 도쿄 
대학교(일본 도쿄시 홍고) 명예 교수이자 미타카의 국
립 천문 관측소장을 역임했다. 박사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저는 꾸란에 계시된 천문학 지식에 매우 감명 받았
습니다. 우리 같은 현대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매우 작은 
단면만을 연구해 왔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매우 작은 부
분을 이해하는데 온 노력을 집중시켜 왔습니다. 망원경
으로는 하늘의 아주 작은 부분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주 전체를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꾸란을 읽고 
토의를 마친 후 저는 우주 전체를 연구해야겠다는 미래
의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7)  테자탓 테자슨(Tejatat Tejasen) 교수는 태국 장 마
이 대학교 해부학과장이자 의학 교수진 학과장을 역임
했다. 사우디 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제 8회 사우
디 의학 학술회에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연
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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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삼 년 동안 저는 꾸란에 흥미를 가지게 되
었습니다. 저의 연구와 이 학술회에서 배운 바로 인해 
1400년 전 기록된 꾸란의 모든 구절이 사실임을 믿게 
되었으며 과학적 수단으로도 증명될 수 있다는 것을 배
웠습니다. 선지자 무함마드는 글을 읽을 수도 쓸 수도 
없었는데 이런 진리를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진
실한 사도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진리는 
오직 창조주만이 알 수 있는 것으로 무함마드에게 계시
되었습니다. 이 창조주는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
로 이제 라-일라-하 일랄라- 무함마단 라수-룰라(하
나님 외에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사도다)라
고 선언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학술회의 훌륭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저는 과학적 관점과 종
교적 관점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고 또한 참가하신 저
명한 과학자들을 만나 친분을 맺을 수 있는 기회를 갖
게 된 것에 감사를 표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얻은 가
장 소중한 것은 라-일라-하 일랄라- 무함마단 라수
-룰라라고 선언하고 무슬림이 된 것입니다."

 이상은 성 꾸란의 과학적 기적과 과학자들의 논평
이다. 이제 다음 질문을 독자에게 던져 본다:

   § 여러 분야의 최신 과학 지식이 1400년 전 이미 성 
꾸란에 계시되어 있다는 점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
인가?

   § 꾸란의 저자는 선지자 무함마드인가 혹은 다른 
누구인가?

 이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 꾸란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으며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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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년 전 꾸란이 계시된 이래 지금까지 그 누구
도 이처럼 아름답고 호소력 있게 빛나는 현명한 법체
계이자 진실한 지식과 참예언서로써 완벽한 모든 속성
을 지닌 성 꾸란과 같은 것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 성 꾸란의 가장 짧은 장인 108장은 단 열 단어로 구성
되어 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처럼 짧은 장조차 만들

(2) 성 꾸란과 같은 것을 만들어 
보려는 시도

하나님께서 꾸란에 말씀하신 바는 다음과 같다:

 만약 너희가 하나님의 종에게 계시한 것에 관
하여 의심한다면 그와 같은 말씀의 한 구절이라
도 가져올 것이며 너희들이 사실이라고 고집한
다면 하나님 외에 증인들을 대어보라 만일 너희
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한 그렇게도 할 수 없
다면 지옥을 두려워하라 그 곳에는 인간과 돌들
이 불에 이글거리고 있으며 불신자들을 위해 준
비된 곳이라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이들에게 기
쁜 소식을 전하라 그들을 위해 천국이 있고 그 
밑에는 강물이 흐르니라   

(성 꾸란, 2:23-25)

성 꾸란의 가장 짧은 장인 108장은 단 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그 누
구도 이처럼 짧은  짧은 장조차 만들어 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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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l-Borhan fee Oloom Al-Qur’an, Al-Zarkashy, vol.2, p.224. 
(2) Al-Borhan fee Oloom Al-Qur’an, Al-Zarkashy, vol.2, p.226. 
(3) Big 베스트 성경(성서원, 편찬대표 이종성 박사) 

(3) 성경에 예언된 선지자 무함마드

성경은 선지자 무함마드를 
예언하여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
게 이슬람의 진실을 보여준다. 
구약 신명기 18:18에 모세는 하
나님의 다음 계시를 전한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
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
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
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신명기 18:18-19)3

 
하나님께서 보내신 너와 같은 선지자란 다음의 자

격을 갖는다:

1)  이스라엘 백성의 형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사촌을 뜻
한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스마엘과 이삭이다. 그 중 
이스마엘은 선지자 무함마드의 조상이다.

2) 너와 같은 선지자: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 무함마드
는 여러 면에서 매우 비슷하다. 두 선지자 모두 일상
생활에 관한 포괄적 계명과 규범을 계시 받았으며 적
들에 대항하여 기적적 승리를 거둔다. 두 선지자 모두 

어 내지 못한다.1선지자 무함마드에게 대항했던 아랍 
불신자들은 선지자 무함마드를 거짓 선지자라고 모
함하면서 꾸란과 같은 것을 만들어 보려 시도했으나 모
두 실패로 돌아갔다.2 꾸란은 그들의 모국어이자 방언
으로 계시되었고 선지자님생전 아랍인들은 아름답고 
훌륭한 시를 지어내는데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꾸란과 같은 것을 만
들어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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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ig 베스트 성경(성서원, 편찬대표 이종성 박사) 
(2) New International Version, 1:12, p.1594, The NIV Study Bible [학습성경]  주석 참조. 

선지자와 정치가로써 인정받았으며 그들을 암살하려
는 음모에 대항해 이주했다.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 예
수를 비교해 보면 두 분 사이에는 비슷한 점이 거의 없
으며 오히려 결정적 차이점이 존재한다.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 무함마드는 보통 인간처럼 자연적 출생과 가
족생활을 누렸으며 임종을 맞이했으나 예수의 경우는 
달랐다. 더욱이 예수의 추종자들은 그를 하나님의 선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한다. 그러나 무슬림
은 모세와 무함마드, 예수모두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서 믿는다.

 결론적으로 위에 언급된 성경의 예언은 선지자 예
수가 아닌 선지자 무함마드를 가리킨다. 선지자 예수
보다는 선지자 무함마드께서 선지자 모세와 더 비슷
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은 유대인들이 세 가지 예언의 실현을 기
다리고 있었다고 언급한다. 그 첫째는 그리스도의 출현
이며 둘째는 엘리야의 출현이며 셋째는 그 선지자의 출
현이다. 요한은 다음 세 가지 질문을 받게 된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
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
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
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
라 (요한복음 1:19-21 )1 

 NIV 성경 요한 복음 1:21의 그 선지자에 대한 주석은 
그 선지자가 구약 신명기 18:15와 18:18의 예언에 나오는 
선지자라고 말한다.2 따라서 신명기의 18:18의 예언은 예
수 그리스도가 아닌 선지자 무함마드를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구약 신명기 18:19에 계시하신 다음 말
씀을 주목하자.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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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는 이 전쟁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가? History 
of the Byzantine State는 613년 로마 군대가 안티오크에
서 크게 패했다고 기록한다. 그 결과 페르시아는 빠르
게 전진한다.4 당시 로마가 페르시아를 이긴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나 성 꾸란은 3년에서 9년 
사이 로마가 페르시아에 대해 큰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로마가 패한 후 9년 후인 622년 로마와 페
르시아는 아르메니아 땅에서 다시 맞붙었다. 결과는 로
마의 압승으로 이는 613년 로마가 패한 뒤 거둔 첫 승리
였다.5 이로써 하나님께서 성 꾸란에 말씀하신 예언은 
이루어졌다. 그 외에 성 꾸란의 여러 구절과 선지자 무
함마드의 말씀에서 여러 사건이 예언된다.

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신명기 18:19)1

 성경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 선지자의 말씀을 따
라야 하며 그 분이 바로 선지자 무함마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2

4) 성 꾸란에 예언된 사건

 성 꾸란에 예언된 사건의 예로 페르시아에 대한 로
마의 승리를 들 수 있다. 로마가 페르시아에 패하였으
나 3년에서 9년 사이 승리를 거둔다고 예언되었다. 하
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로마는 망하였으되 가까운 지역에서 비록 그들
이 패배하였지만 승리를 거두리라 몇 년 안에3 
하나님은 이전의 것과 이후의 것을 통치하시리
니 그때 믿는 사람들은 기뻐하리라 
(성 꾸란, 30:2-4)

(1) Big 베스트 성경(성서원, 편찬대표 이종성 박사) 
(2) Biblical Prophecies on the Advent of Muhammad, the Prophet of Islam 논문 참조 
(3) 3년에서 9년 사이로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 페르시아와 로마의 전쟁에서 페르시아

가 로마를 정복하였다. 이 소식이 선지자 무함마드와 추종자들에게 전하여지자 불신
자들 및 이교도들은 이에 기뻐하였다. 왜냐하면 페르시아는 성서를 믿지 아니하고 [마
주스]란 종교생활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들 불신자들은 선지자의 추종자들에게 말하였
다. "성서를 믿지 아니한 우리가 성서를 믿는 당신들 위에 승리하였도다" 라고 하자 이 
말씀이 계시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 11권 op. cit.6) - 꾸란 
의미 번역 한국어, 최영길 박사, 사우디 아라비아 파하드 국왕 꾸란 출판청, H.1425 - 

(4) History of the Byzantine State, [비잔틴국 역사] Ostrogorsky, p.95. 
(5) History of the Byzantine State, [비잔틴국 역사] Ostrogorsky, p.100-101, History of Persia, [페르시

아 역사] Sykes, vol.1. p.483-384, The New Encyclopaedia Britannica, Micropaedia vol.4, p.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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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aheeh Al-Bukhari 사히 알 부카리 #3637, Saheeh Muslim 사히 무슬림 #2802.
(2) Saheeh Al-Bukhari 사히 알 부카리 #3576, Saheeh Muslim 사히 무슬림 #1856.

선지자 무함마드의 생애를 선지자직 전후로 나누
어 비교해 보면 그가 물질적 이익과 명성, 영광, 권력 
따위를 얻기 위해 선지자인척 했다고 생각하기는 매우 
힘들다.  

 선지자직을 임명받기 전 무함마드는 전혀 경제
적 어려움이 없었다. 그는 성공한 상인으로 만족할 만
한 상당한 수입을 누렸다. 그러나 선지자직 이후에는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다음
의 일화를 보자.

§ 선지자 무함마드의 아내 아이샤의 말씀이다. "오! 

(5) 선지자 무함마드께서 이루신 기적

 선지자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허락으로 여러 기
적을 행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목격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메카 불신자들이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찾아와 기
적 한 가지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자 그 분은 달을 쪼
개는 기적을 보여주셨다.1 

§ 선지자 무함마드의 교우들은 갈증에 시달렸으나 
그릇에는 소량의 물만 담겨 있었다. 교우들은 선지
자 무함마드에게 찾아와 그릇에 담겨 있는 소량의 
물 외에는 마시거나 세정할 수 있는 물이 부족하다
고 말했다. 선지자 무함마드께서 손을 그릇에 담
그시자 손가락 사이로 물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모
두가 물을 마시고 세정할 수 있었다. 이를 목격한 교
우들의 수는 1500명에 달했다.2 

 선지자 무함마드는 그 외 여러 기적을 행하시고 
다수의 기적이 그 분께 일어났다.

(6) 무함마드의 소박한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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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aheeh Muslim 사히 무슬림 #2972, Saheeh Al-Bukhari 사히 알 부카리 #2567.
(2) Saheeh Al-Bukhari 사히 알 부카리 #5413, Al-Tirmizi 티르미디 #2364.
(3) Saheeh Muslim 사히 무슬림 #2082, Saheeh Al-Bukhari 사히 알 부카리 #6456
(4) Saheeh Muslim 사히 무슬림 #2739, Mosnad Ahmad 아흐마드 #17990

조카야, 우리는 음식을 요리할 수 있는 불도 밝히지 
못한 채 두 달을 보내고 초승달을 세 번이나 보았단
다." 그녀의 조카가 질문했다. "오! 이모, 그러면 무
엇을 드십니까?" 그녀가 대답했다. "물과 종려 나무 
열매다. 암낙타를 소유한 이웃이 있어 그들이 선지
자님께 우유를 가져오기도 한단다."1

§ 선지자 무함마드의 교우 사흘 이븐 사드가 말했다
. "하나님의 사도님은 선지자직을 임명받으시고 
그 생애를 마치실 때까지 고운 밀가루로 만든 빵을 
드셔보지 못했습니다."2

§ 선지자 무함마드의 아내 아이샤의 말씀이다. "선
지자님께서 주무시는 침낭은 야자나무 섬유로 만
들어진 것입니다."3

§ 선지자 무함마드의 교우 아므르 이븐 알-하레트
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선지자님은 임종시 생전
에 타시던 하얀 노새 한 마리와 무기와 자선을 베풀
기 위해 남겨 둔 조그마한 땅 한 조각을 제외한 그 
어떤 것도 남기지 않으셨다.4

선지자 무함마드께서 세상을 뜨시기 전 아라비
아 반도 전체가 이슬람을 받아드렸으며 선지자님의 임
종 18년 후에는 무슬림들이 큰 승리를 거두었다. 선지
자 무함마드는 무슬림 국고가 그의 수중 안에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생명을 다할 때까지 힘든 생활
을 영위했다.

 선지자 무함마드께서 지위나 명성, 권력을 얻기 
위해 선지자인 척 가장했다는 것이 과연 가능했나? 지
위나 권력을 누리려는 욕망은 대게 훌륭한 음식과 의복
,웅장한 궁전, 화려한 경비대와 확고한 권력 등과 관련
된다. 그러나 선지자 무함마드는 이 중 어느 것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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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snad Ahmad 아흐마드 #25662.
(2) Saheeh Al-Bukhari 사히 알 부카리 #676, Mosnad Ahmad 아흐마드 #25517.
(3) Saheeh Al-Bukhari 사히 알 부카리 #676, Mosnad Ahmad 아흐마드 #23706.
(4)  Mowatta' Malek, 무왓타아 말리크 #531.
(5) Saheeh Al-Bukhari 사히 알 부카리 #3034, Saheeh Muslim 사히 무슬림 #1803, Mosnad 

Ahmad 아흐마드 #18017. 
(6) Mosnad Ahmad 아흐마드 #12117, Al-Tirmizi 티르미디 #2754.

련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그 분의 생
애를 간략히 소개한다. 

 선지자와 선생님, 정치가와 판사로서의 직분에도 
불구하고 무함마드 자신은 스스로 염소젖을 짜서 마
셨다.1 혼자 신발과 옷을 수선하고2가사 일을 도와주었
으며3병석에 누워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직접 방문하셨
다.4 동료들을 도와 참호를 파고 그들과 함께 모래를 운
반했다.5그의 생애는 소박함과 겸손함의 훌륭한 예시다.

 선지자 무함마드의 추종자들은 놀라울 정도로 
그 분을 좋아하고 존경하였으며 예우했다. 그러나 그
는 한결 같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숭배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선지자 무함마드의 교우 아나스는 일찍
이 선지자 무함마드처럼 사랑 받았던 사람은 없었다
고 말했다. 보통의 경우 위인이 회중에 들어서면 사람
들은 그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선지자님
의 경우에는 회중에 나가셔도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
어나지 않고 선지자님을 맞이했는데 그 이유는 선지
자님께서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6

 선지자 무함마드와 추종자에게 가해진 박해와 
고문으로 얼룩진 고통스러운 시절 초기에도 오히려 이
슬람이 번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그래서 선지자 
무함마드는 흥미로운 제안을 받게 된다. 불신자의 수
장 우트바의 사신이 선지자님께 찾아와 이렇게 말했
다. "만일 재물을 원한다면 당신을 가장 부자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만일 권력을 원한다면 당신을 지도자로 삼
고 모든 것을 당신의 승인 하에 두겠습니다. 만일 왕국
을 원한다면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러나 이 모든 제안에 대한 조건은 이슬람으로의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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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l-Serah Al-Nabaweyyah, Ibn Hesham, vol.1, p. 293-294. 
(2) Al-Serah Al-Nabaweyyah, Ibn Hesham, vol.1, p.265-266. 
(3) Al-Daremey, #68, Abu-Dawood, #4510.

를 중단해야 하는 것이다. 세속적 이익을 갈망하는 사
람에게는 매우 달콤함 유혹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선
지자 무함마드는 성 꾸란 41:1-38 1 구절을 그에게 암
송하여 주셨다. 다음은 그 일부 구절이다.

 이 꾸란은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분이 계
시한 것으로 말씀이 세분화되어 아랍어로 계시
한 성서이거늘 이는 이해하는 백성들을 위한 것
이라 복음과 경고를 전하고 있노라 그러나 그들 
대다수는 외면하고 듣지 아니하며 
(성 꾸란, 41:2-4)

 그의 삼촌이 이슬람으로의 초대를 중단하라고 선
지자님께 간청한 적도 있었다. 이에  선지자 무함마
드의 대답은 단호하고도 진실했다:“하나님의 이름
으로 맹세하건데, 오! 삼촌! 만일 그들이 태양을 가
져와 나의 오른 손 위에 올려놓고 달을 가져와 나의 
왼손 위에 놓으면서 그 대가로 이슬람으로의 초대를 
중지하라 청한다 해도 나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
실 때까지 그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슬람을 보호할 것입니다."2 

 선지자 무함마드와 추종자들은 13년 간의 박해
를 견뎌냈다. 불신자들은 선지자님을 암살하려 수차
례 시도했다. 선지자님의 머리 위로 큰 돌을 던지거
나 독살하려 시도했다.3 가혹한 역경을 딛고 일어나 완
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해도 그 동안 인내했던 고통과 
희생의 삶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가? 가장 영광스
런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께 모든 공을 돌리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과 고귀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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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슬람의 진실을 알리는 중
요한 조짐을 언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이슬람이 
미국과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라는 사
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다음은 이러한 현상에 대한 
언급이다.

§  "이슬람은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로  다
수의 우리 국민을 위한 안내자이자 안정을 가져다 주
는 지주다." (힐러리 로드햄 클링턴, 로스 앤젤레스 타
임즈).1

§  "무슬림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집단이
다." (인구 통계청, USA 투데이).2

§  "이슬람은 이 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종교다." (제럴딘 바움; 뉴스데이 종교 편집자, 뉴
스데이).3

§  "이슬람, 그것은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
교다." (아리 L. 골드맨, 뉴욕 타임즈).4 

이 현상은 이슬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참종교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수많은 미국인과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면서 심오한 사고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채 이슬람이 진리라는 결론에 도달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그들 개종자
들은 다양한 국적, 계층, 인종으로 각기 다른 종류의 인
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과학자, 교수, 철학
자, 언론인, 정치가, 배우, 운동선수 등이다.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꾸란이며 무함마드
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선지자이며 이슬람은 하나
님의 참종교라는 믿음을 뒷바침하는 여러 증거 중 일부
가 이 장에 언급된다.

(7) 이슬람의 놀라운 성장

(1) 래리 B. 스탬머, 타임즈 종교부 기자, "영부인, 무슬림과 새 국면 연다." 로스 앤젤레스  
타임즈, 홈에디션, 메트로 섹션, B면, 1996년 5월 31일, p.3

(2) 티모시 켄니, "세상 어디에서나", USA 투데이, 파이널 에디션, 뉴스 섹션, 1989년 2월 
17일, p. 4A

(3) 제런딘 바움, "알라의 사랑" 뉴스데이, 나소 서퍽 에디션,  II면, 1989년 3월 7일,  p.4.
(4) 아리 L. 골드맨, "미국 흑인들, 빠른 속도로 이슬람 주류에 귀의하다."  뉴욕 타임즈, 레

이트 시티 파이널 에디션, 1989년 2월 21일,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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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람은 개인과 사회에 여러 은혜를 가져온다. 개인이 
이슬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여러 은혜에 대해 알아보자. 

 하나님께서 성 꾸란에 말씀하신다.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 그들을 위해 천국이 있고 그 밑에는 강
물이 흐르니라   (성 꾸란, 2:25)

 선지자 무함마드는 천국의 거주자 중 가장 낮은 지위
의 사람이라도 현세의 10배의 것과 같은 것을 소유한다고 말
씀하셨다.1 그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나 다 소유할 수 있으며 
소유에 대한 만족감 역시 열 배에 이른다.2 선지자 무함마드
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천국에 발 하나 크기 정도의 땅
을 가지는 것이 현세의 전부와 현세 안의 모든 것을 다 
갖는 것보다 낫습니다."3 “천국에는 사람의 눈으로 본 적 
없고 귀로 들어 본 적 없으며 인간의 마음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4 현세에서 가장 불행한 삶을 살
았으나 천국에 들어가게 된 사람이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
다. "오! 아담의 자손아, 어떤 불행을 당해 본 적이 있느

(1) Saheeh Muslim 사히 무슬림 #186, Saheeh Al-Bukhari 사히 알 부카리 #6571에 전함. 
(2) Saheeh Muslim 사히 무슬림 #188, Mosnad Ahmad 아흐마드 #10832에 전함.
(3) Saheeh Al-Bukhari 사히 알 부카리 #6568, Mosnad Ahmad 아흐마드 #13368
(4) Saheeh Al-Bukhari 사히 무슬림 #2825, Mosnad Ahmad 아흐마드 #8609

제 2 장

이슬람이 가져온 은혜

(1)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

 그러므로 서둘러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서둘러 
천국으로 들라 그곳은 천국으로 들라 그곳은 하
늘과 대지의 넓이로 하나님과 그 분의 선지자를 
믿는 자들을 위해 준비된 곳이며  
(성 꾸란, 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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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어려움을 겪어 본 일이 있느냐?" 그러면 그가 이렇
게 답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맹세하건데 결
코 불행도 어려움도 겪어 본 적 없습니다."1

천국에 들어가면 질병이나 고통, 슬픔이나 죽음을 겪지 
않는 매우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은 천국의 거주자
에 대해 기뻐하시고 천국의 거주자는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 성 꾸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다음과 같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찾고 선행을 하는 자
를 천국에 들게 하리니 강이 흐르는 그곳에서 
영생케 하리라  
(성 꾸란, 4:57)

(1) Saheeh Muslim 사히 무슬림 #2807, Mosnad Ahmad 아흐마드 #12699.

(2) 지옥 불로부터의 구원

지옥 불로부터의 구원

 하나님을 불신하고 죽은 자는 금으로 가득 찬 
지구를 보상으로 바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수락
되지 않을 것이라 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벌이 
있을 것이며 또한 그들에게는 한 명의 원조자도 
없을 것이라 
(성 꾸란, 3:91)

 현세의 삶이란 지옥 불에서 구제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주어진 기회에 불과하다. 만일 불신자로 세상을 마
치면 다시 현세로 돌아가 믿음을 갖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
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성 꾸란을 통해 불신
자에게 경고하신다.

 그들이 지옥의 불에 이르되 우리가 다시 세상
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거
역하지 아니하며 믿는자 가운데 있을 텐데 라고 
말하는 그들을 그대는 보리라  
(성 꾸란,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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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aheeh Muslim 사히 무슬림 #2807, Mosnad Ahmad 아흐마드 #12699.
(2) 꾸란을 믿지 않는 사람과 꾸란의 명을 따르지 않는 사람 모두를 의미한다. 

(3) 참 행복과 내적 평화

참행복과 평화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
고 유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명
에 순종할 때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은 
성 꾸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염원하여 마음의 평안을 찾느
니라 실로 하나님을 염원할 때 
마음이 평안하니라 
(성 꾸란, 13:28)

 그러나 나의 교훈에 등을 돌리는 자2 는 누구나 
궁핍할 것이며 심판의 날에 우리는 그를 장님으
로 만들어 부활케 하리라 
(성 꾸란, 20:124)

 물질적 편안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때로 자살을 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영국의 팝가수 캣 스티븐스(유스
프 이슬람)는 하룻밤에 150,000 달러를 벌어들일 만큼 큰 물
질적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이슬람 개종 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얻게 되었다.

반면 성 꾸란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사람은 현세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나
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다음과 같다:

그러나 그 누구도 두 번의 기회를 갖을 수 없다. 선지자 
무함마드께서 말씀하신 바는 다음과 같다: 

현세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으나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오 아담의 자손아, 좋
은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은총을 경험해 본 일이 있느냐
?" 그러면 그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오! 주여, 주
님께 맹세하건데 결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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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슬람 개종 이전의 죄악에 대한 용서

(1) Saheeh Muslim 사히 무슬림 #121, Mosnad Ahmad 아흐마드 #17357.
(2) 무함마드  어록(200선) 선정 압둘라힘 알파히미 번역 및 해설 최영길 도서출판 알

림 p.189. 
(3) Mosnad Ahmad 아흐마드 #2515, Saheeh Muslim 사히 무슬림 #131.

과거의 모든 죄악은 이슬람을 받아들임으로써 용서된
다. 

아므르라는 사람이 선지자 무함마드 에게 찾아와 말
했다."당신의 오른 손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맹세
하겠습니다."선지자 무함마드는 오른손을 그에게 내밀
었으나 갑자가 아므르는 선지자님의 손을 물리쳤다. 선
지자님께서 말씀하셨다."오! 아므르, 무슨 일입니까? 
아므르가 답했습니다. "먼저 한 가지조건이 있습니다."선
지자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슨 조건입니까?" 그가 답했
다.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이에 
선지자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슬람을 받아들이면 과거
의 모든 죄가 사해짐을 몰랐습니까?"1

 선지자 무함마드는 이슬람을 받아들이면 자신의 선
행과 악행에 따라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하
나님은 선행과 악행을 기록하신 후 그것들을 설명하시니
라. 좋은 일을 하려고 뜻을 세웠다가 실천하지 아니한 
그에게 하나님은 충분한 선행으로 기록하여 두시며 좋은 
일을 하려고 뜻을 세운 뒤 그것을 실천하였을 경우 하나
님은 10배에서 700배 혹은 그 이상의 선행으로 기록하
시니라. 그러나 나쁜 일을 하려고 생각했다가 행하지 아
니한 그에게 하나님은 충분한 선행으로 기록하여 두시나 
나쁜 일을 하려고 생각한 후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은 나
쁜 행위로 기록하시니라.2"3



45
제

 3 장
이

슬
람

에
 관

한
 일

반
 지

식

이슬람의 이해를 돕는 간단한 삽화 안내서  

이슬람이란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
신 가르침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이에 순종하는 것을 뜻한
다.

 무슬림은 단 한 분이시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하나님은 아들도 동반자
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숭
배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만이 참신으로 그 외는 모두 거짓 
신이다. 그 분은 가장 아름다운 이름과 완벽한 속성을 소유
하신다. 그 누구도 그 분의 신성함과 속성을 나누어 가질 수 
없다. 하나님께서 성 꾸란에 말씀하신 바는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일러 가로되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성자와 
성부도 두지 않으셨
으며 그 분과 대등한 
것 세상에 없노라 
(성 꾸란, 112:1-4)

 하나님 외 다른 대상
에 대한 기도와 간구와 숭
배는 금지된다. 하나님만
이 우주와 그 안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권능

이슬람의 기본 믿음

이슬람이란 무엇인가?

아랍어 서체로 쓰인 꾸란의 112장

제 3 장

이슬람에 관한 일반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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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aheeh Muslim 사히 무슬림 #2754, Saheeh Al-Bukhari 사히 알 부카리 #5999.
(2) 1984년 6월 25일 런던 연합 뉴스(The Associated Press)는 한 방송국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다수의 영국 국교회 주교들이 참가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이라는 믿음이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39명의 잉글랜드 주교 중 31명이 투표
에 참가해 그 중 19명이 예수가 하나님의 최고 대리자라는 믿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투표는 런던 방송국 주간 종교 프로그램 Credo에 의해 실시되었다.

(3) 죄인이란 다신론자를 포함한다.

 하나님이 마리아 아들 메시아라 말하니 그들
은 분명 불신자들이라 메시아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나의 주님이고 너희의 주님인 하나
님만 경배하라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 하나님께
서 그들에게 천국을 금하시고 불지옥을 그의 거
주지로 하게 하니 죄인들3에게는 구원자가 없노
라  (성 꾸란, 5:72)

으로 충만하시고 모든 것을 유지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피조물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
시나 모든 피조물은 그 분의 도움에 의지한다. 하나님은 모
든 것을 듣고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신다. 또한 모든 것을 가
장 완벽한 방식으로 알고 계시며 공개된 것과 감춰진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일어난 모든 일들과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며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으신다면 그 어떤 일도 일어
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의지는 모든 창조물의 의지에 선행
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배하시며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운 분이시다. 선지
자 무함마드는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자비보다 훨씬 더 큰 
것이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라고 말씀하셨다.1 하나
님은 부정과 독재를 싫어하신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명하
신 모든 것은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간구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중재자를 두지 말고 직접 하
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하나님은 예수가 아니시며 예수 또한 하나님이 아니다.2 
예수 역시 자신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했다. 하나님께서 성 
꾸란에 말씀하신 바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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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IV Compact Dictionary of the Bible, [기본 성경 사전] Douglas, p.42.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한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성 꾸
란에 말씀하신 바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이 셋 중의 하나라 말하는 그들은 분명 
불신자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신이 없거늘 만일 
그들이 말하는 것을 단념치 않는다면 그들 불신
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벌이 가해지리라 
(성 꾸란, 5:73-75)

 이슬람은 하나님이 창조의 일곱 번째 날에 휴식을 취
하셨다는 개념을 부정한다. 하나님께서 그 분의 천사들 중 
하나와 씨름을 하거나 인류를 질투하여 음모를 꾸미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생각 일체를 
부정한다. 이슬람은 하나님께 인간적 속성을 부여하지 않
는다. 위 개념들은 모두 신성 모독으로 간주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며 가장 높이 계신다. 결점이 없는 분이
시므로 피곤해 하지 않으시고 졸음도 잠도 그 분을 엄습하
지 못한다.

 아랍어 알라는 하나님으로 번역된다. 그 분은 전 우주
를 창조하신 단 한 분의 참하나님이시다. 알라는 하나님의 
이름이며 아랍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이 사용한다. 아랍 
무슬림과 아랍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알라라고 말
한다. 알라는 한 분의 참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불려질 수 
없는 이름이다. 알라는 성 꾸란에 전체에 걸쳐 2150번 이상 
언급된다. 아랍어와 매우 가까운 언어이자 예수의 모국어인 
아람어1에서도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는 알라였다.

2) 천사에 대한 믿음:
무슬림은 천사의 존재를 믿는다. 또한 그들이 명예로운 

피조물이라고 믿는다. 천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숭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분의 명에 따라 행동한다. 가브리엘 
천사는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성 꾸란을 전해 주었다.     

3) 하나님의 계시서에 대한 믿음:

 무슬림은 하나님의 사도들에게 계시된 성서를 믿는다. 
그것은 인류를 위한 안내서이자 예증이다. 그 중에서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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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실로 그 메시지를 계시했으니 하나님
이 그것을 보호하리라 
(성 꾸란, 15:9)

4) 선지자와 사도에 대한 믿음:

무슬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와 사도를 믿는다. 
그들은 아담에서 시작하여 노, 아브라함, 이스마엘, 이삭, 야
곱, 모세, 예수등이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마지막으로 보내시어 재확인된 
영원한 메시지는 바로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계시하신 것
이다. 하나님께서 성 꾸란에 말씀하신 바는 다음과 같다:

 무함마드는 너희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의 아버
지가 아니며 하나님의 선지자이자 최후의 예언
자라 
(성 꾸란, 33:40)

 무슬림은 선지자와 사도들이 하나님의 신성한 속성을 
갖지 않으며 단지 창조된 인간이라고 믿는다.

5) 심판의 날에 대한 믿음:

무슬림은 심판의 날(부활의 날)을 믿는다. 그 날이 되면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믿음과 업적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
을 받기 위해 부활된다. 

6) 정명에 대한 믿음:
무슬림은 정명을 믿는다. 정명을 믿는다고 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다. 인간은 자유의지로써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스스로 택하고 자기의 선택에 책임을 진다.

 정명에 대한 믿음은 다음의 4가지 믿음으로 구체화된다. 

1)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과거부터 

꾸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계시하신 것이
다. 하나님은 성 꾸란을 왜곡과 변형으로부터 보호하신다
고 약속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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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란 외 가르침

순나(선지자 무함마드의 언행과 그 분께서 옳다고 승
인하신 것)는 이슬람의 두 번째 가르침이다. 순나는 하디쓰
로 전해진다. 하디쓰란 선지자 무함마드의 순나를 그 분
의 교우들이 전승한 기록이다. 순나에 대한 믿음 역시 이슬
람의 기본 믿음 중 하나다.

선지자 무함마드의 말씀

§ 신앙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마치 한 몸처럼 사랑과 자
비와 친절함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신체의 한 부분이 
아플 때 몸 전체가 열이 나고 쉴 수 없는 것과 마찬 가
지입니다."1

§ “신앙인 가운데 믿음이 가장 독실한 사람은 그의 아내
에게 가장 예절바르고 친절한 남자입니다."2

§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타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신앙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3

§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자비가 많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지구촌 모든 피조물들에게 자비
를 베푸십시오. 그리하면 하늘로부터 자비를 받으실 것
입니다."4

§ “여러분의 형제에게 웃음을 지어 보이는 것이 자비입
니다."5

§ “고운말 한마디도 자비입니다."6

(1) Saheeh Muslim 사히 무슬림 #2586, Saheeh Al-Bukhari 사히 알 부카리 #6011
(2) Mosnad Ahmad 아흐마드 #7354, Al-Tirmizi 티르미디 #1162
(3) Saheeh Al-Bukhari 사히 알 부카리 #13, Saheeh Muslim 사히 무슬림 #45
(4) Al-Tirmizi 티르미디 #1924, Mosnad Ahmad 아부 다우드 #4941
(5) Al-Tirmizi 티르미디 #1956
(6) Saheeh Muslim 사히 무슬림 #1009, Saheeh Al-Bukhari 사히 알 부카리 #2989

현재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알고 계시며 미래에 일어날 모
든 일을 알고 계신다. 2) 하나님은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기록해 두셨다. 3) 모든 일은 하나
님이 원하심으로 인해 일어나며 그 분께서 원하시지 않는
다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4)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
조주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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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aheeh Muslim 사히 무슬림 #48, Saheeh Al-Bukhari 사히 알 부카리 #6019.
(2) Saheeh Muslim 사히 무슬림 #2564.
(3) Ibn Majah 이븐 마자 #2443.
(4) Saheeh Muslim 사히 무슬림 #2244, Saheeh Al-Bukhari 사히 알 부카리 #2466.

심판의 날에 대한 가르침
 무슬림은 현세의 삶이 내세의 삶을 위한 준비기간에 불

과하다고 믿는다. 개인에게 있어 현세의 삶은 사후 세계를 
위한 하나의 시험이다. 전 우주가 파괴되고 이미 죽은 사람
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되는 날이 올 것이다. 
바로 그 날이 심판의 날이다. 그 날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믿
음과 업적에 따라 하나님의 보상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외에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사도다"라고 믿으
며 생명을 마치는 무슬림은 심판의 날 보상을 받을 것이며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께서 성 꾸란에 이
렇게 말씀하신다.

§ “하나님과 최후의 날을 믿는 신앙인은 이웃에 좋은 일
을 해야 합니다."1

§ 하나님은 사람의 육신을 보시지 않고 형상도 보시지 않
습니다. 그분이 보시는 것은 사람의 마음과 그가 남긴 
업적입니다."2

§ “일꾼의 땀이 마르기 전에 임금을 주십시오."3

§ “길을 걷고 있던 한 남자가 무척이나 갈증이 났습니다. 
그러던 차에 우물을 발견하고 그 안에 내려가 물을 마
시고 나왔습니다. 그 때 갈증이 난 개 한 마리가 혀를 
내밀고 갈증을 식히기 위해 진흙을 핥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혼자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개도 조금 전 
내가 그랬던 것처럼 갈증을 심하게 느꼈나 보다.’ 그
리고서 그는 다시 우물 아래로 내려가 그의 가죽 양말
에 물을 가득 채워 입으로 물고 올라와 그 개에게 주어 
마시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남자의 행동에 감사하
고 그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도께
서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도여, 동물에게 
사랑을 베풀 때 저희도 그와 같은 보상을 받습니까?" 그 
분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에 사
랑을 베풀 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습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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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믿음으로 선행을 행하는 자는 천국의 
주인이 되어 그 곳에서 영생하리라 
(성 꾸란, 2:82)

 그러나 "하나님 외에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하나
님의 사도다" 라는 믿음 없이 죽음을 맞이한 비무슬림들은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며 지옥 불에 던져진다. 하나
님께서 성 꾸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이슬람 외에 다른 종교를 추구하는 자 결코 수
락되지 않을 것이니 내세에서 패망자 가운데 있
게 되리라  (성 꾸란, 3:85)

 하나님을 불신하고 죽은 자는 금으로 가득 찬 
지구를 보상으로 바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수락
되지 않을 것이라 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벌이 
있을 것이며 또한 그들에게는 한 명의 원조자도 
없을 것이라  (성 꾸란, 3:91)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저는 이슬람이 참종교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슬람을 받아들였다고 말하면 가
족들과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이 저를 박해하며 놀릴 것 같
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
옥 불에서 구제되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에 대
한 답을 성 꾸란의 다음 구절에서 얻을 수 있다.

"이슬람 외에 다른 종교를 추구하는 자 결코 수락되지 
않을 것이니 내세에서 패망자 가운데 있게 되리라"

 선지자 무함마드를 세상에 보내신 후 하나님은 이슬
람을 제외한 다른 종교를 받아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
간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분이시다. 또한 인간을 위해 
지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인간이 누리는 모든 은총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진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과 그 분의 
선지자 무함마드와 하나님의 종교인 이슬람을 믿지 않는
다면 내세에 있을 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사실 인간이 창
조된 목적은 성 꾸란 51:56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만
을 숭배하고 그 분께 순종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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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aheeh Muslim 사히 무슬림 #2858, Mosnad Ahmad 아흐마드 #17560 .
(2)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랍어 알라는 하나님(전 우주를 창조하신 단 한 분의 참하나

님)으로 번역된다. 아랍 무슬림 뿐만 아니라 아랍 기독교인도 하나님을 지칭할 때 
알라라고 부른다. 

무슬림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

확신을 가지고 라-일라-하 일랄라- 무함마단 라수
-룰라라고 소리내어 말하면 이슬람을 받아드린 무슬림이 
된다.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알라)2 외에 신은 없
으며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사도다. 첫 부분의 하나님 외
에 신은 없으며는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숭배 받을 수 있
는 권리가 없으며 하나님은 동반자도 아들도 두시지 않는
다는 뜻이다. 무슬림이 되려면 또한 다음 사항을 믿어야 
한다:

 § 성 꾸란은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서 계시하셨다.

 현세의 삶은 아주 짧은 기간에 지나지 않는다. 심판의 
날을 부정했던 사람들은 막상 심판의 날이 되면 지상에서 
보냈던 시간이 하루나 하루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고 느끼
게 된다. 하나님은 성 꾸란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분께서 너희는 몇 해 동안 지상에 체류하였
느뇨 하고 말씀하시니 하루 아니면 하루의 일부
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셈을 계산하는 자에게 물
어보십시오 라고 그들은 대답하더라 
(성 꾸란, 23:112-113)

 선지자 무함마드는 내세에 비유한 현세의 가치는 손
가락을 바닷물 속에 담갔다 꺼낸 후 손가락에 남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1라고 말씀하셨다. 내세의 가치와 현세의 가
치는 바다와 몇 방울의 물에 비유된다.

 하나님이 너희를 장난으로 창조하셨다 생각하
였느뇨 실로 너희는 그 분에게로 돌아가니라 진
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분 외에는 신
이 없으며  (성 꾸란, 23:1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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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판의 날(부활의 날)은 하나님께서 성 꾸란에 약속하
셨다.

 § 이슬람을 자신의 종교로 받아들여야 한다.

 §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숭배하지 않아야 한다.

 선지자 무함마드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회개하
며 돌아오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낙타를 타
고 사막을 가다 낙타가 멀리 도망가 버렸다고 생각해 봅
시다. 낙타는 주인의 음료와 음식을 모두 가지고 떠나버
렸고 다시 돌아올 희망은 거의 없습니다. 주인은 나무 하
나를 발견하고 그늘 아래로 들어가 죽음을 기다리며 누워 
있었습니다. 낙타를 되찾을 수 있는 희망을 모두 잃어버
렸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순간 갑자기 바로 앞에 그 낙
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낙타의 고삐를 잡고 기
뻐하며 소리쳤습니다. ‘오! 알라, 당신이 나의 종이고 
내가 당신의 주님입니다!’ 이런 말실수를 하게 된 것은 
극도의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죄를 뉘
우치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기쁨은 
이 낙타 주인이 느끼는 극도의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것
입니다."1

(1) Saheeh Muslim 사히 무슬림 #2742, Saheeh Al-Bukhar 사히 알 부카리 #6309

‘하나님 외에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사도다’라는 문장이 입구 위에 
새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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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란의 주제

선지자 무함마드는 누구인가?

선지자 무함마드는 570년 메카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
버지는 그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 이미 세상을 떠났고 어머
니조차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그는 존경
받는 꾸라이쉬 부족 출신의 삼촌에게서 양육된다. 그 분은 
평생 글을 읽거나 배우지 못했다. 당시 그의 부족 사람들은 
과학을 알지 못하였고 대부분이 글을 읽고 쓸 줄 몰랐다. 무
함마드는 성장하면서 진실하고 정직하며 신뢰 깊고 인자
하며 성실한 사람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람들은 그 분에 대
한 신뢰가 깊어 믿을 수 있는 사람1이라고 불렀다. 무함마
드는 매우 신앙심이 깊어 당시 사회의 우상 숭배와 타락
을 혐오했다.

나이 40에 무함마드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브리엘 천사
를 통해 첫 계시를 받게 된다. 계시는 23년 동안 계속되었
으며 꾸란은 그 계시를 모두 모아 논 것이다.

(1) Mosnad Ahmad 아흐마드 #15078.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서인 꾸란은 모든 무슬림의 신앙
과 실천의 주요 원천이다. 꾸란은 
인간에 관한 모든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것은 지혜, 원칙, 숭배, 
상업, 법 등이다. 그러나 꾸란
의 기본 주제는 하나님과 그 
분의 피조물과의 관계다. 동시에 사회
와 의로운 사람의 행동과 공정한 경제 체제를 위한 지침과 
상세한 가르침을 제공하고 있다.

꾸란은 오직 아랍어로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계시되었
다. 영어나 기타 언어로 번역된 것은 꾸란 자체가 아니며 꾸
란의 구절이라고 말할 수 없다. 꾸란의 번역이란 단순히 꾸
란 의미의 해석일 뿐이다. 꾸란은 계시된 아랍어로만 존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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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나에 위치한 선지자 무함마드 의 성원

꾸란을 암송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신 진리를 
가르치기 시작하자 불신자들은 선지자 무함마드와 그를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다. 박해는 매우 가
혹했다. 622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주하라는 명을 내리신
다. 메카에서 북쪽으로 260 마일 떨어진 곳의 메디나라는 도
시로 이주다. 이로써 이슬람력이 시작된다.

몇 년이 지나 선지자 무함마드와 추종자들은 승리하
여 메카에 입성하여 적에게 용서를 베풀었다. 선지자 무함
마드께서 63세의 나이로 세상을 뜨시기 전 아라비아 반
도의 대부분이 이슬람을 받아드렸다. 선지자님의 사망 후 
1세기도 채 못 되어 이슬람은 서쪽의 스페인과 극동 아시
아의 중국까지 뻗어 나갔다. 이슬람이 그토록 평화적이고 
빠른 속도로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슬람 교리의 진
실성과 명료함 때문이다. 이슬람은 단 한 분이신 하나님만
을 위한 신앙을 요구하며 하나님만이 숭배받으셔야 한다고 
가르친다.

선지자 무함마드는 정직하고 공정하고 자비를 베풀며 
동정심많고 진실하며 용감한 완벽한 인간이다. 그 자신도 한 
명의 인간에 불과했지만, 사악한 모든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
과 내세에 있을 보상을 위해 홀로 투쟁했다. 모든 행동 가짐
에 있어 항상 하나님을 염원하고 두려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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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의 발달에 기여한 이슬람

이슬람은 지성과 관찰력의 활용
을 권장한다. 이슬람이 널리 퍼지
기 시작하자 곧이어 큰 문명이 일
어났고 대학들이 넘쳐 났다. 동서
양의 사고와 신구의 사고를 종합하
여 의학과 수학, 물리학, 천문학, 지
형학, 건축학, 예술, 문학과 역사에 지대
한 진보가 이루어졌다. 대
수학과 아라비아 숫자와 영
의 개념과 같은 여러 체계
들이 무슬림 세계에서 발달
되어 중세 유럽으로 전해졌
다. 유럽인들의 항해를 가
능하게 했던 천문 관측 기
계인 아스트롤라베와 상한
의, 항해 지도와 같은 정교
한 기구들은 모두 무슬림들
의 발명품이다. 

무슬림 물리학자들은 외과 수술에 관심이 많아 고대 기록에 보이는 
여러 외과용 기구를 발명했다.

상한의: 무슬
림이 발명한 
중요한 과학
기구로 현재
까지도 서양
에서 널리 사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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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내안 화삽 한단간 는돕 를해이 의람슬이

예수에 대한 무슬림의 믿음은 무엇인가?

 무슬림은 예수를 존경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가장 
위대한 사도들 중의 한 분으로 믿는다. 성 꾸란은 동정녀로부
터 예수의 탄생을 확증하며 마리아라는 제목의 장을 갖는다. 
다음은 성 꾸란에 묘사된 예수의 탄생에 관한 구절이다.

 천사들이 말하길 마리아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으로 복음을 주시나 마리아의 아들로써 그
의 이름은 메시아 예수이니 그는 현세와 내세
에서 명예로운 자이니라 하나님 가까이 있는 자 
들 중의 하나이라 그는 요람과 그리고 성장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할 것이며 의로운 자들 가운데 
있게 되리라 그녀가 말하길 주여 제가 어떻게 아
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떤 남자도 저를 스치
지 아니 하였습니다. 그가 말하길 그렇게 되리
라 그 분의 뜻이라면 창조하시니라 그 분이 어
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나니 있
어라 그러면 있느니라  (성 꾸란, 47-3:45)

 하나님은 아담을 아버지 없이 창조하셨으며 예수역시 
기적으로 탄생시키셨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랬듯이 예수에게도 다
를 바가 없노라 하나님은 흙으로 그를 빚어 말
씀하시니 있어라 그러면 그가 있었노라 
(성 꾸란, 3:59)

 선지자로서 임무를 수행하며 예수는 여러 기적을 보인
다. 이와 관련한 성 꾸란의 구절은 다음과 같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예증을 받았노라 내가 너희
를 위하여 진흙으로 새의 형상을 만들어 숨을 불
어넣으면 하나님의 허락으로 새가 될 것이라 하
나님이 허락하실때 나는 장님과 문둥이들을 낫
게 하며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 때 죽은 자를 살
게 하며 너희가 무엇을 먹으며 너희가 무엇을 집
안에 축적하는 가를 너희에게 알려 주리라 
(성 꾸란,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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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슬림은 예수가 십자가형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믿지 
않는다. 예수의 적들은 십자가형으로 그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예수를 구하시고 승천시키셨다. 그들은 예수와 외
모가 비슷한 다른 사람을 잡아 십자가형을 부여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다음과 같다. 

 마리아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수 그
리스도를 우리가 살해하였다 라고 그들이 주장
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그를 살해하지 아니하였
고 십자가에 못박지 아니했으며 그와 같은 형상
을 만들었을 뿐이라  (성 꾸란, 4:157)

선지자 무함마드와 예수는 이전에 오신 선지자들처럼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본 믿음을 확증하고 회복하기 위
해 오셨다.1

예루 살렘
에 위치한 
알-아크사 
성원

(1) 무슬림은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인질이라는 한 권의 성서를 계시하셨다고 믿는다. 그 
일부는 신약 성경 안에 현재까지 전한다. 그러나 무슬림은 오늘날의 신약 성경을 믿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최초에 계시하신 성서의 원본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경은 
변형, 추가, 삭제의 과정을 거쳐 왔다. 성경(RSV)을 수정했던 위원회는 32명의 학자로 
구성되며 그들은 여러 종파로부터 50명의 자문 대표자를 둔다. RSV p.4 서문은 다음
과 같다. "때로는 원문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어떤 개정판도 만족스러운 
복구를 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 시점에서 남아있는 길은 가장 유능한 학자들의 판단을 
원본에 가장 가까운 것이라고 믿고 따르는 것이다." 서문 p.7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대 출전에 대해 주요 변경과 수정, 삭제를 표시하는 주 해설을 덧붙인다."(Mt 9.34; 
Mk 3.16; 7.4; Lk 24.32, 5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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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aheeh Muslim 사히 무슬림 #1744, Saheeh Al-Bukhari 사히 알 부카리 #3015 
(2) Saheeh Muslim 사히 무슬림 #1731, Al-Tirmizi 티르미디 #1408 
(3) Saheeh Al-Bukhari 사히 알 부카리 #3166, Ibn Majah 이븐 마자 #2686
(4) Abu-Dawood 아부 다우드 #2675 
(5) Saheeh Muslim 사히 무슬림 #6871, Saheeh Al-Bukhari 사히 알 부카리 #88.
(6) 살인자와 상대의 몸에 부상을 입힌자를 뜻한다.
(7) Saheeh Muslim 사히 무슬림 #1678, Saheeh Al-Bukhari 사히 알 부카리 #6533.
(8) Saheeh Muslim 사히 무슬림 #2422, Saheeh Al-Bukhari 사히 알 부카리 #2365.

테러에 대한 이슬람의 입장

 하나님은 종교를 이유로 너희에게 대적하지 아
니하고 너희를 너희 주거지로부터 추방하지 아
니한 자들에게 친절하고 그들과 공정하게 거래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 하셨나니 실로 하나님
은 공평하게 행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니라 
(성 꾸란, 60:8)

자비의 종교인 이슬람은 테러를 금한다. 성 꾸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다음과 같다.   

 선지자 무함마드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살해하지 말
라고 하셨다.1 다음은 선지자님의 말씀이다.

“배반하지 말며, 사치하지 말며 새로 태어난 아이를 
살해하지 마십시오."2

“협정이나 조약을 맺은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을 살해
한 사람은 천국의 향기를 맡을 수 없습니다. 천국의 그 
향수는 40년 동안의 거리를 거쳐야만 가능합니다."3

 선지자 무함마드는 불로 고문하는 것을 금하셨다..4 
또한 살인이 두 번째의 대죄라고 말씀하셨다.

“심판의 날 하나님의 심판을 제일 먼저 받을 사람은 
살인자5입니다.5"6

무슬림은 동물들에게 친절해야 하며 해를 끼쳐서도 안
된다. 선지자 무함마드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고통을 받은 한 여인이 있
었습니다. 그 고양이를 가두어두고 죽을 때까지 굶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고양이를 가두어 놓고 먹을 것은 물론 물 한 모금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땅에 기어다니는 곤충조차도 먹을 수 
없도록 그 고양이를 풀어놓지 않았습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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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걷고 있던 한 남자가 무척이나 갈증이 났습니
다. 그러던 차에 우물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내려가 물
을 마시고 나왔습니다. 그때 갈증이 난 개 한 마리가 혀
를 내밀고 갈증을 식히기 위해 진흙을 핥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혼자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이 개도 조금 
전 내가 그랬던 것처럼 갈증을 심하게 느꼈나 보다. 그
리고서 그는 다시 우물 안으로 내려가 그의 가죽 양말에 
물을 가득 채워 입으로 물고 올라와 그 개에게 주어 마
시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남자의 행위에 감사하고 
그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도께서 질
문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도여, 동물에게 사랑을 
베풀 때 저희도 그와 같이 보상을 받습니까?" 그 분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살아있는 생명체에 사랑을 베풀 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습니다."1

식용을 위해 동물을 도살할 경우 최소한의 공포와 고통
을 주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선지자 무함마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자선을 베풀라 하셨습니다. 동
물을 살해할 경우 가장 자비스러운 방법으로 도살하라 
하셨습니다. 짐승을 식용으로 도살해야 할 경우 도살되
는 짐승에게 최소한의 고통만 주라고 하셨습니다. 칼날
을 날카롭게 하여 도살되는 짐승의 아픔을 줄여주라고 하
셨습니다."2

무방비 상태의 시민의 가슴에 공포를 일으키는 행위와 
건물과 재산의 대량 파괴와 무고한 여자와 어린아이를 불구
로 만들고 폭탄을 터뜨리는 행위 등은 이슬람이 금하는 혐
오스러운 행위다. 무슬림은 평화와 자비와 용서의 종교를 
따르며 대다수의 무슬림은 테러 행위와 무관하다. 테러 행
위를 저지른 무슬림은 이슬람 법을 어긴 것이다.

(1) Saheeh Muslim 사히 무슬림 #2244, Saheeh Al-Bukhari 사히 알 부카리 #2466.
(2) Saheeh Muslim 사히 무슬림 #1955, Al-Tirmizi 티르미디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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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이 보장하는 인간의 권리와 정의 

이슬람이 보호하는 인간의 권리 중 몇 가지를 소개한다. 
이슬람 국가의 모든 시민은 종교에 관계없이 생명과 재산과 
명예를 보호받는다. 이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 좋지 않은 말
을 하거나 놀리는 것을 금한다. 선지자 무함마드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진실로 여러분의 피와 여러분의 재산, 그리고 여러
분의 명예는 침해 불가한 것입니다."1

 이슬람은 인종주의를 금한다. 성 꾸란에 계시된 인간의 
평등에 관한 구절은 다음과 같다.

 사람들이여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하사 남성과 
여성을 두고 종족과 부족을 두었으되 서로가 서
로를 알게 하였노라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크게 영
광을 받을 자는 가장 의로운 자2로 하나님은 모
든 것을 아시며 관찰하시는 분이시라 
(성 꾸란, 49:13)

 이슬람은 재산이나 권력, 인종에 근거한 특정 개인이
나 국가에 대한 선호를 금한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동등
하게 창조하셨으니 그들은 오직 신앙과 경건함의 기초 위
에서만 서로 구별된다. 선지자 무함마드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오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주님은 한 분이시며 인류 
모두가 아담 한 사람의 자손입니다. 아랍인이 비 아랍인
보다 우월하지 아니하며 비 아랍인이 아랍인보다 우월하
지 않습니다. 붉은 혈색인(붉은 혈색을 가진 백인)이 흑
인보다 우월하지 아니하며 흑인이 붉은 혈색인 보다 우
월하지 않습니다.3오직 신앙심만이 우월함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4

(1) Saheeh Al-Bukhari 사히 알 부카리 #1739, Mosnad Ahmad 아흐마드 #2037.
(2) 가장 의로운 자란 모든 종류의 죄를 삼가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선행을 실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선지자님  께서 말씀하신 피부색은 단순한 예시로써 피부색으로 차별받지 않아야 

함을 뜻한다. 
(4) Mosnad Ahmad 아흐마드 #22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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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인류가 풀어야 하는 
주요 문제 중 하나는 인종주
의다. 선진국은 인간을 달
로 보낼 수 있는 기술을 
가졌지만 자국민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문
제에 있어서는 속수무책
이다. 이슬람은 인종주의
의 종결을 보여주는 생생
한 예시다. 메카로의 성지
순례는 세계 도처에서 모여
든 2백만 명의 무슬림들이 
인종과 국가를 초월하여 진정
한 형제애를 보여준다. 

 이슬람의 정의의 종교다. 하나님께서 성 꾸란을 통해 
말씀하신 바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은 모든 기탁물을 그들 소유자들에게 환
원토록 명령하셨으며 너희가 판별할 때는 공정
하게 하라 하셨으니  (성 꾸란, 4:58)

 정의와 공평으로써 그들을 화해 시키라 실로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만을 사랑하시니라 
(성 꾸란, 49:9)

무슬림은 심지어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공정을 베
풀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성 꾸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다.

 타인에 대한 증오로 공정을 잃어서는 아니 되
나니 정의로서 행동하라 그것은 가장 독실한 신
자의 의무라  (성 꾸란, 5:8)

 선지자 무함마드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이여, 공정하지 못한 것1을 조심하세요. 부
당한 것은 심판의 날 어둠이 될 것입니다."2

(1) 타인을 억압하는 것, 부당하게 행동하는 것, 잘못하는 것을 뜻한다. 
(2) Mosnad Ahmad 아흐마드 #5798, Saheeh Al-Bukhari 사히 알 부카리 #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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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aheeh Muslim 사히 무슬림 #2582, Mosnad Ahmad 아흐마드 #71163.
(2) Ibn Majah 이븐 마자 #1978, Al-Tirmizi 티르미디 #3895.

이슬람이 보장하는 여성의 지위

이슬람에서 여성은 결혼의 유무에 상관없이 한 명의 개
인으로서 권리가 있다. 여성은 그녀의 
재산과 소득을 아버지나 남편 혹은 
그 외 사람의 관여 없이 스스로 처
분하고 소유할 권리를 갖는다. 또
한 상거래를 하거나 선물을 사고 
자선금을 낼 수 있는 권리를 갖으
며 원하는 만큼 지출할 수 있는 권리
를 갖는다. 결혼 지참금은 신랑 쪽에서 
신부에게 주는 것으로써 신부는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
다. 결혼 후에도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것보다는 자신의 성을 
유지한다.

이슬람은 아내에 대한 남편의 친절과 배려를 권장한다. 
선지자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여러분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그의 아내에게 
가장 친절한 자로 나도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나의 
아내들에게 친절했습니다."2

이슬람에서 어머니는 매우 영광스런 존재다. 이슬람은 
어머니에게 최고의 대우를 하라 권장한다. 

한 사람이 예언자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여, 
사람들 중에서 저에 대한 가장 큰 권리는 누구에게 있습니
까?" 이에 예언자께서 저의 모친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구냐고 물었더니 그 다음에도 역시 저의 모친
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누구냐고 물었
더니 그 다음에도 역시 저의 모친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은 심판의 날 그 몫을 갖게 된다. 
선지자님께서 말씀하셨다.

“심판의 날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권리가 주
어지며 부정은 시정될 것입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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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그 다음에는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나의 부친이라고 예언자께서 대답하셨습니다.1

문명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족이 붕괴되어 가고 있다. 이
슬람의 가족 체계는 남편과 아내, 자녀와 친척의 권리에 공
정한 균형을 부여한다. 조직적 가족체계 내에 헌신과 관용
과 사랑을 키워간다. 안정된 가족 관계로부터 생겨나는 평
화와 안전은 가족 구성원들의 정신적 성장에 기여한다. 조
화로운 사회 질서는 확대 가족과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에
서 시작된다. 

이슬람의 가족

이슬람 세계에서 양로원과 같은 곳은 없다. 인생에서 가
장 힘든 시기에 부모를 모시는 노력은 영광이자 은총이며 
정신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회다. 단지 부모를 위해 기도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자녀는 끝없는 연민으로 
부모를 대해야 하며 자신이 무기력한 어린아이였을 때 부모
가 얼마나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았는지 상기해야 한다. 노
년기의 무슬림 부모는 친절하며 헌신적인 대우를 받는다. 

이슬람에서 부모를 모시는 것은 예배 다음으로 큰 의무
다. 자식의 봉양을 기대하는 것은 부모의 권리다. 부모는 스
스로의 잘못으로 노년기를 맞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에
게 공손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은 경멸받을 행위다. 하나
님께서 성 꾸란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무슬림이 노인을 대하는 법

(1) Saheeh Muslim 사히 무슬림 #2548, Saheeh Al-Bukhari 사히 알 부카리 #59721.

 주님이 명령하사 그 분 외에는 경배하지 말라 
했으며 부모에게 효도하라 하셨으니 그들 중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나이들 때 그들을 멸시하
거나 저항치 말고 고운 말을 쓰라 하셨노라 부
모에게 공손하고 날개를 낮추며 겸손하라 그리
고 기도하라 그 두 분은 어려서부터 저를 양육
하였나이다  (성 꾸란, 17: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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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의 ‘다섯 가지 기둥’ 

 이슬람의 다섯 가지 기둥은 무슬림 삶의 핵심이다. 그
것은 신앙의 고백과 예배, 의무희사, 라마단달의 단식, 경비
와 조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 일생에 한 번 치르는 메카로의 
성지순례다.

1) 신앙의 고백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한다. “라- 일라
-하 일랄라-, 무함마단 라수-룰라." 그 의미는 다음과 같
다. “하나님(알라) 외에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하나
님의 사도(선지자)다." "하나님 외에 신은 없으며"란 하
나님 외에 그 누구도 숭배 받을 권리가 없으며 하나님은 동
반자나 아들을 갖지 않으신다는 의미다. 이 신앙의 선언은 
샤하다라고 불리며 이슬람을 받아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리내어 말해야 한다. 신앙의 고백은 이슬람의 가장 중요
한 기둥이다.

2) 예배

무슬림은 하루에 다섯 번의 예배를 드린다. 각 예배를 
드리는데 단 몇 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 예배란 숭배자와 
하나님과의 직접적 교류다. 하나님과 숭배자 사이에 중재자
는 없다.

 예배를 마치면 내적 행복과 평화와 평온을 느낄 수 있
으며 하나님은 숭배자로 인해 기뻐하신다. 선지자 무함마드
께서 말씀하셨다.

“빌랄, 사람들을 예배하라고 부르세요. 예배함으로
써 편안해집니다."1 

예배는 새벽과 정오, 늦은 오후, 해질녘과 밤에 한다. 들
판이나 사무실, 공장과 대학교 등 거의 모든 곳에서 예배를 
행할 수 있다.  

(1) Abu-Dawood 아부 다우드 #4985, Mosnad Ahmad 아흐마드 #22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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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무희사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재산은 인간에게 일
시적으로 의탁된 것이다. 자캇이
라는 단어는 정화와 성장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의무희
사(자캇)는 궁핍한 사람에게 특
정 양의 재산을 희사하는 것이
다. 금 85g에 해당하는 금, 은, 현
금을 1년 동안 소유한 사람은 그 
금액의 2.5%를 희사한다. 필요한 
사람을 위해 약간의 몫을 희사함
으로써 재산은 정화된다.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성장
을 도모하는 식물의 가지치기와 같다. 원하는 만큼 더 많은 
양의 자선을 베풀 수 있다.

매년 라마단 달1이 되면 무슬림은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음식과 음료와 성 관계를 금한다. 단식이 
건강에 좋은 이유도 있지만, 라마단 달에 
단식하는 목적은 자기를 정화하기 위해
서다. 짧은 기간이나마 스스로 세속적 
편안함으로부터 절연한다. 단식하는 
사람은 정신적 성장을 이룰 수 있으며 
배고픈 사람에 대해 진실한 동정심을 
갖게 된다. 

4) 단식

(1) 라마단 달은 이슬람력으로 아홉 번째 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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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에 위치한 하람 성원에서 순례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 사
진 속의 검은 건축물은 무슬림이 예배를 드리는 방향인 카으바다. 카
으바는 선지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명으로 지
은 숭배 장소다. 

메카로의 성지순례는 신체적, 경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
는 능력이 되는 무슬림에 한해 일생에 한 번 치러야 하는 
의무다.

5) 성지 순례

메카에 위치한 하람 성원에서 순례자들이 예배를 드리
고 있는 모습. 사진 속의 검은 건축물은 무슬림이 예배를 드
리는 방향인 카으바다. 카으바는 선지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명으로 지은 숭배 장소다. 

매년 세계 도처에서 약 2백만 명의 사람들이 메카로 찾
아온다. 메카는 항상 방문객들이 넘쳐나는 도시다. 핮즈(성
지 순례)는 일 년에 한 번 열리는 행사다. 남자 순례객은 지
정된 간소한 옷을 입어 계층과 문화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
나님 앞에 평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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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카에서 15마일 떨어진 곳 

핮즈 의식은 카으바 주위를 일곱 번 돈 후 사파와 마르
와 언덕 사이를 일곱 번 반복하여 오른다. 아라파트1에서 순
례객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다. 이것은 심판의 날을 상
기시키는 행사다.

핮즈는 이-둘 아드하라는 축제와 예배로 마무리된다. 
이-둘 피트르는 라마단 달이 끝남을 기념하는 축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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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에 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이슬람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거나 이 책의 
구입 문의는 아래 웹 주소를 방문하세요.

www.islam-guide.com/kr 

제안과 의견

이 책에 대한 제안이나 의견은 저자 I. A. Ibrahim께 보
내주세요:

이메일: ib-kr@i-g.org   •   전화:(966-1) 454-1065   •   팩스:(966-1) 
453-6842   •   우체국 사서함: 21679, Riyadh 11485, Saudi Arabia.



70

이슬람의 이해를 돕는 간단한 삽화 안내서  

참고자료

Ahrens, C. Donald. 1988. Meteorology Today [현대 기상학]. 
3차 개정판. St. Paul: West Publishing Company.

Anderson, Ralph K외 기타. 1978. The Use of Satellite Pictures in 
Weather Analysis and Forecasting [날씨분석 및 기상예보
상의 위성 사진 사용법] 제네바: Secretarial of the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세계 기상조직 사무).

Anthes, Richard A.; John J. Cahir; Alistair B. Fraser; Hans A. 
Panofsky. 1981. The Atmosphere [대기]e. 3차 개정판. 
Columbus: Charles E. Merrill Publishing Company.

Barker, Kenneth 외 기타. 1985. The NIV Stud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학습성경], 신국제판. 미시간 그
랜드 레피즈: Zondervan Publishing House.

Bodin, Svante. 1978. Weather and Climate [날씨와 기후]. 
Poole, Dorest: Blandford Press Ltd.

Cailleux, Andre’. 1968. Anatomy of the Earth [지구 해부]. 런
던: World University Library.

Couper, Heather; Nigel Henbest. 1995. The Space Atlas [우주 지
도]. 런던: Dorling Kindersley Limited.

Davis, Richard A., Jr. 1972. Principles of Oceanography [해양
학 원칙]. Don Mills, Ontario: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Douglas, J. D.; Merrill C. Tenney. 1989. NIV Compact Dictionary 
of the Bible [기본 성경 사전]. 미시간 그랜 레피즈, 
Michigan: Zondervan Publishing House.

Elder, Danny; John Pernetta. 1991. Oceans [해양]. 런던: 
Mitchell Beazley Publishers.

Famighetti, Robert. 1996. The World Almanac and Book of Facts 
1996 [1996년 세계 기록 연감]. 뉴저지 마화: World 
Almanac Books.

Gross, M. Grant. 1993. Oceanography, a View of Earth [해양학, 
지구 개관]. 6차 개정판.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71

이슬람의 이해를 돕는 간단한 삽화 안내서  

Hickman, Cleveland P.외 기타. 1979. Integrated Principles of 
Zoology [동물학 종합원칙]. 6차 개정판. 세인트 루이
스: The C. V. Mosby Company.

Al-Hilali, Muhammad T.; and Muhammad M. Khan. 1994. 
Interpretation of the Meanings of The Noble Quran in the 
English Language [성전 코란의 해석 및 의미, 영어판]. 
4차 개정판. Riyadh: Maktaba Dar-us-Salam.

The Holy Bible, Containing the Old and New Testaments (Revised 
Standard Version) [성경, 구약과 신약성경 포함 (기본판 
개정)] . 1971. 뉴욕: William Collins Sons & Co., Ltd.

Ibn Hesham, Abdul-Malek. Al-Serah Al-Nabaweyyah. [Al-Serah 
Al-Nabaweyyah] 베이루트: Dar El-Marefah.

워싱톤 소재 사우디 아라비아 대사관 이슬람 부처. 1989. 
Understanding Islam and the Muslims [이슬람과 무슬람
에 대한 이해]. 워싱톤: 사우디 아라비아 대사관 이슬
람 부처.

Kuenen, H. 1960. Marine Geology [해양 지질학]. 뉴욕: John 
Wiley & Sons, Inc.

Leeson, C. R.; T. S. Leeson. 1981. Histology [조직학]. 4차 개
정판. 필라델피아: W. B. Saunders Company.

Ludlam, F. H. 1980. Clouds and Storms [구름과 폭풍]. 런던: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Makky, Ahmad A외 기타. 1993. Ee’jaz al-Quran al-Kareem 
fee Wasf Anwa’ al-Riyah, al-Sohob, al-Matar [Ee ’jaz al-
Quran al-Kareem fee Wasf Anwa’ al-Riyah, al-Sohob, 
al-Matar]  Makkah: Commission on Scientific Signs of the 
Quran and Sunnah (코란과 수니파의 과학 위원회).

Miller, Albert; Jack C. Thompson. 1975. Elements of Meteorology 
[기상학 요소]. 2차 개정. Columbus: Charles E. Merrill 
Publishing Company.

Moore, Keith L.; E. Marshall Johnson; T. V. N. Persaud; Gerald C. 
Goeringer; Abdul-Majeed A. Zindani; Mustafa A. Ahmed. 
1992. Human Development as Described in the Quran and 
Sunnah [코란, 수니파상에 기록된 인류 진화]. Makkah: 
Commission on Scientific Signs of the Quran and Sunnah.



72

이슬람의 이해를 돕는 간단한 삽화 안내서  

Moore, Keith L., A. A. Zindani 외 기타. 1987. Al-E’jaz al-Elmy 
fee al-Naseyah [Al-E’jaz al-Elmy fee al-Naseyah]. (The 
scientific Miracles in the Front of the Head [이마의 과학
적 기적]. Makkah: Commission on Scientific Signs of the 
Quran and Sunnah.

Moore, Keith L. 1983. The Developing Human, Clinically 
Oriented Embryology, With Islamic Additions [의료 발
생학에 의한 인류진화, 이슬람 교리 기초]. 3차 개정. 
Jeddah: Dar Al-Qiblah.

Moore, Keith L.; T. V. N. Persaud. 1993. The Developing Human, 
Clinically Oriented Embryology [의료 발생학에 의한 인류
진화]. 5차 개정. 필라델피아: W. B. Saunders Company.

El-Naggar, Z. R. 1991. The Geological Concept of Mountains in 
the Quran [코란에 근거한 산 지질학 개념]. 1차 개정판. 
Herndon: International Institute of Islamic Thought (국제 이
슬람 교리 기관).

Neufeldt, V. 1994. Webster’s New World Dictionary [웹스터 신
세계 사전]. 3차 대학 개정판. 뉴욕: Prentice Hall.

The New Encyclopaedia Britannica [신브리타니카 백과사전]. 
1981. 15차 개정. 시카고: Encyclopaedia Britannica, Inc.

Noback, Charles R.; N. L. Strominger; R. J. Demarest. 1991. The 
Human Nervous System, Introduction and Review [인간 
신경계의 소개 및 리뷰]. 4차 개정. 필라델피아: Lea & 
Febiger.

Ostrogorsky, George. 1969. History of the Byzantine State [비잔
틴국 역사]. 독일어 번역판, Joan Hussey. 개정판.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Press, Frank; Raymond Siever. 1982. Earth [지구]. 3차 개정. 
샌 프란시스코: W. H. Freeman and Company.

Ross, W. D.외 기타. 1963. The Works of Aristotle Translated 
into English: Meteorologica [아리스토텔레스 저서: 
기상학, 영문 번역판]. 3권. 런던: Oxford University 
Press.

Scorer, Richard; Harry Wexler. 1963. A Colour Guide to Clouds 
[구름에 관한 컬러 가이드]. Robert Maxwell.



73

이슬람의 이해를 돕는 간단한 삽화 안내서  

Seeds, Michael A. 1981. Horizons, Exploring the Universe [수
평선 - 세계 탐구]. Belmont: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Seeley, Rod R.; Trent D. Stephens; Philip Tate. 1996. Essentials 
of Anatomy & Physiology [해부학, 생리학의 요소]. 2차 
개정. 세인트 루이스: Mosby-Year Book, Inc.

Sykes, Percy. 1963. History of Persia [페르시아 역사]. 3차 개
정. 런던: Macmillan & CO Ltd.

Tarbuck, Edward J.; Frederick K. Lutgens. 1982. Earth Science 
[지구 과학]. 3차 개정. Columbus: Charles E. Merrill 
Publishing Company.

Thurman, Harold V. 1988. Introductory Oceanography [해양학 
입문]. 5차 개정. Columbus: Merrill Publishing Company.

Weinberg, Steven. 1984. The First Three Minutes, a Modern 
View of the Origin of the Universe [최초 3분 - 우주 기
원에 관한 현대관]. 5차 개정판. 뉴욕: Bantam Books.

Al-Zarkashy, Badr Al-Deen. 1990. Al-Borhan fee Oloom Al-
Quran. [Al-Borhan fee Oloom Al-Quran]. 1차 개정. 베
이루트: Dar El-Marefah.

Zindani, A. A. This is the Truth [이것이 진실이다] (비디오 
테이프). Makkah: Commission on Scientific Signs of the 
Quran and Sunnah.



74

이슬람의 이해를 돕는 간단한 삽화 안내서  

(1) 하디스는 믿을 수 있는 선지자의 동료들께서 기록한 선지자 무함마드의 말씀, 행동
의 보고서입니다.

하디스 번호 체계

본 책의 구성 중 하디스 번호체계는 다음을 기초로 하여 
전개되어 있다.

§ Saheeh Muslim: according to the numbering of Muhammad F. 
Abdul-Baqy.
사히흐 무슬림 : 무함마드 F. 압둘 바끼

§ Saheeh Al-Bukhari: according to the numbering of Fath Al-Bari.
그리고 사히훌 부하리 : 파술 바리

§ Al-Tirmizi: according to the numbering of Ahmad Shaker.
그리고 알티르미지 : 아흐마드 샤키르

§ Mosnad Ahmad: according to the numbering of Dar Ehya’ Al-
Torath Al-Araby, Beirut.
그리고 무스나드 아흐마드 : 다르 이햐울 타우라술 아라
비, 베이루트.

§ Mowatta’ Malek: according to the numbering of Mowatta’ Malek.
그리고 무왓타아 말리크 : 무왓타아 말리크

§ Abu-Dawood: according to the numbering of Muhammad 
Muhyi Al-Deen Abdul-Hameed.

    그리고 아부-다우드 : 무함마드 무히웃 딘 압둘 하미드

§ Ibn Majah: according to the numbering of Muhammad F. 
Abdul-Baqy.
그리고 이븐 마자흐 : 무함마드 F. 압둘 바끼

§ Al-Daremey: according to the numbering of Khalid Al-Saba 
Al-Alamy and Fawwaz Ahmad Zamarly.

   그리고 앗다리미 : 할리둘 사불 알라미와 파우와즈 아흐
마드 자마를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