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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순례를 실시한 

개종 

주는 교훈
무슬림이 

쉐이크 압둘라 하킴 퀵은 성지순례(핫
즈)를 수행하면서 얻은 교훈을 여러분
에게 전합니다



2www.newmuslimacademy.kr 성지순례를 실시한 개종 무슬림이 주는 교훈

압둘라 하킴 퀵 박사는 역사가, 사회운동가, 종교 지도자로서 
전세계를 여행하면서 다양한 내용을 주제로 연구와 강의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는 1970년에 이슬람으로 입교했고 
1973년에 처음으로 성지순례를 하였습니다. 

그는 이후에도 여러 번 성지순례를 실시했지만 메디나 이슬
람 대학교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실시했던 1977년 가족 성지
순례는 그에게 특별합니다. 그가 실시한 순례는 몇십년 전이
지만, 성지순례라는 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지혜를 제공하며, 
우리의 성지순례는 하나님의 사도 무함마드가 했던 그 당시 
성지순례와 그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 책은 퀵  박사가 주는 
순례 관련 팁을 전하면서 그가 메카에서 체험한 내용을 여러
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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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
환영하기
성지순례는 자신을 발견하는 여행입니다 - 그동안 누려왔던 즐거
움과 사치가 다 사라진 시점에서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금 깨닫게 됩니다.  
흑인계 미국인이자 모호크 족인 퀵 박사는 삶의 새로운 도전을 받
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려움은 환영해야 합니다: 그래
야 여러분이 시험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순례는 국제 이슬람 기구에서 주관하였기에 별 다섯개 호
텔에서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총에도 불구하고 퀵 
박사는 다시 순례를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소박함’이라는 단 하나
의 키워드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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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그는 메디나 이슬람 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그의 가
족과 함께 아랍의 생활 방식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아스팔
트가 깔린 도로는 많지 않았고 사람들은 인도 위에서 휴식을 
취하곤 하였습니다. 그와 가족은 배낭을 매고 필수품들만 챙
긴 채 도보로 순례길에 나셨습니다. 그들은 현지인들과 함께 
여행을 하였고 그들은 역사가 오래된 길을 따라, 두발로 걸어
서 순례를 시작하였습니다.  

마치 밀물과 썰물처럼 다수의 무슬림들이 메카 및 다른 순례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분실물 같은 것은 없었고 골치아픈 여
권 문제도 없었습니다. 소박하고 아름다운 성지순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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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도 아름다운 풍경
성지순례객들에 있어 드라마틱한 순간은 그들이 카으바(메카의 성
원 중앙에 위치한 정육면체 건물)를 최초로 볼 때입니다. 퀵 박사
에 따르면 그것은 매우 멋진 순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위
에 인간이 만든 높은 빌딩이 없었기에 카으바는 돌산으로 둘러싸
인 풍경 가운데서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이 건축한 하나님의 집 앞에 도착할 수 있
었기에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이제 곧 순례 의식을 시작하게 됩니
다…너무나 감동적이었기에 그는 그만 신발을 잃어버릴 정도였습
니다.   

순례 시즌에 카으바를 방문할 경우에 그는 건축물을 만질 수 없었
지만, 비성수기에 방문할 경우에 그와 가족들은 카으바의 벽을 만
져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어린 아들을 들어올려 아들이 흑
석에 키스를 하게 도와준 적도 있습니다( 주석 : 예언자의 전통 중
의 하나는 흑석은 만지거나 키스하는 것이며, ‘예맨 기둥’은 손으로 
쓰다듬는 것입니다. 무슬림은 예언자의 전통에 따라 이러한 행위
는 하는 것이며, 미신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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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의 여정
그 많은 사람들이 메카를 방문했지만 순례는 비교적 안전했고, 무엇보
다 기적인 것은 순례객들이 모두 선량하고 배려심 있는 무슬림 형제 자
매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그들의 행동과 예의
는 나쁜 것보다 좋은 것이 더 많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성에 대한 단순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 인간은 악보다 선이 더 많습니다.  

아라파 날은 순례 의식의 정수로서 그 날은 하루 종일 하나님께 기도하
고 용서를 구하고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날입니다. 그 날 아라파 평원(
메카 외곽 지역)에 서서 퀵 박사와 그의 가족은 자리를 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의 주요 관심사는 무슬림 공동체의 상태에 관한 
것이었지만 그는 부모님에 대한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슬람으로 인도해 달라고 그들의 과거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
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탁트인 평원에 서서 기도를 하였고, 이에 그
는 심판의 날이 어떠한 것인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그
날에 있을 어려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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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과 집중

성지순례를 포함한 모든 경배 행위를 할 때 성공의 열쇠는 마음 속
의 진정성에 있습니다. 퀵 박사는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 특정 
기도문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의 진
정성입니다. 

순례는 순례객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순례를 떠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현세의 것들은 뒤로 둔 채 하나
님과의 관계과 여러분이 이룰 발전에만 집중합니다. 일상 생활도 
마찬가집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하루 일과에 임하면서도 잠시 휴
식을 취하면서 여러분의 궁극적 도착지에 대해 집중하세요, 천국
에 대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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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를 따라 걷는 여행길
성지순례는 전세계 무슬림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며 여러분의 경
험을 풍부하게 해줍니다. 이슬람은 하나님의 길에서 여행을 하고, 
세계를 경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도 아브라함은 대부분의 생애를 여행에 할애했습니다. 
여행하고 지혜를 얻고 여러 방문에서 박식한 사람이 되는 것은 여
러분과 여러분 가족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