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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부 : 타우히드와 믿음



최영길 프로필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과 학부와 석사과정에서 아랍어를 전공하

였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왕립 이슬람대학교 학부과정에서 이슬람학을 

전공하고 수단 움두르만 이슬람 국립 대학교에서 한국인 최초로 이슬

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우디아라비아 젯다 이슬람문화원에서 아랍어와 이슬람 담당 전

임교수로 근무하였고 이맘 무함마드 이븐 사우드 왕립대학교 초청객

원교수, 명지대학교 인문대학장, 중․고등학교 아랍어 국정교과서 교재

편찬 심의위원, 그린레인저 숲사랑소년단 이사장, 국제자연환경 교육

재단 이사장, 태평양 및 동남아시아 이슬람회의 기구 집행이사, 그리

고 IMAX 벤처기업과 LG 전자 자문교수로 있었다. 서울대학교, 연세

대학교, 서강대에서 이슬람관련 과목을 강의하였고 (재단법인)한국이

슬람교 사무총장과 할랄위원장을 지냈다. 현재는 명지대학교 아랍지역

과 명예교수, 메카에 본부를 두고 있는 전 세계 이슬람 총연맹 최고

회의 위원, (재단법인) 한국이슬람교 이사장으로 있다. 

꾸란의 의미 번역을 비롯하여 예언자 무함마드, 인간 무함마드, 다

양한 이슬람 이야기, 무함마드의 언행록, 아랍어-한글 사전, 꾸란 어

휘사전, EBS 입에서 톡 아랍어, 이슬람문화, 아랍에서 출발한 이슬람

역사와 문화, 꾸란과 성서의 예언자들, 이슬람의 허용과 금기, 초보 

무슬림을 위한 길잡이, 나의 이슬람문화 체험기, 인생교과서 무함마드 

등 72편 의 아랍어와 이슬람 관련 역서와 저술을 두고 있다. 

1970년도에는 박정희 대통령 메달을 받았고, 1986년에는 서울 아

시아올림픽 조직위원회 포상, 2009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압둘라 국

왕 국제번역상을 수상하였으며 2013년에는 박근혜 대통령 표창 그리

고 2014년에는 박근혜 대통령 녹조근정훈장을 받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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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서문

  2014년 늦가을로 생각이 든다. 가족과 함께 한국관광을 왔다는 무함마드 어

머니(Umm Muhammad)라는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이 출국을 위해 인천공항으로 

가는 차안에서 전화를 주셨다. 한국에서 만나본 한국인들이 이슬람을 너무 모르

거나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이슬람 서적 한

국어 번역을 제안하 다. 나는 그 여성이  누구인지 전혀 아는 바가 없지만 그 여

성의 제의에 이슬람적 표현으로 ‘인샤알라’(그럴까요?)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것은 귀국해서 저자와 의논한 후 다시 연락하겠다는 그 여성의 끝말에 나는 또 ‘인
샤알라’라고 답했다. 여기서의 ‘인샤알라’는 ‘그렇게 하세요’ 라는 뜻이다.
  그 여성이 귀국해서 이메일로 보내온 책은 무함마드 빈 이브라힘 빈 압둘라 

알‐투와이지리(Muhammad bin Ibrahim bin Abdullah al‐Tuwaijir)란 학자가 아랍

어로 저술한 무크타사르 피크흐 알이슬라미(Mukhtaar al‐Fiqh al‐Islami) 라는 책

이었다. 이 책은 꾸란과 예언자 무함마드의 말씀에 근거한 이슬람 교리의 핵심을 

다루고 있는 이슬람 전문서적으로 초보 무슬림과 기존 무슬림들에게 필요한 내용

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슬람 신학을 비롯하여 이슬람문화를 연구하고 관심

이있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참고서가 될 수 있는 책이었다.
다행히 역자는 다수의 이슬람관련 서적들을 번역한 경험이 많다. 아랍어 꾸

란 원서를 한국어로 번역한 경험을 비롯해서 예언자 무함마드 전기 2권, 부카리 

하디스 요약본 3권, 다양한 이슬람 이야기 5권, 초보 무슬림을 위한 길잡이, 나의 

이슬람문화 체험기, 인생교과서 무함마드 등 72여 권에 달하는 이슬람관련 책들

을 번역 및 저술한 경험을 갖고 있다. 다른 이슬람관련 서적들 번역에 들어갈 때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역시 공부하는 마음으로 2014년 12월 1일부터 번역작업

에 들어갔다. 그동안 번역 경험이 축적된 덕분인지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지금까

지 접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번역할 때는 저명한 교수로부터 강의를 듣는 기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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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이슬람에 한 나의 지식이 더해가는 것을 느낄 때는 가속도가 붙었다. 
번역해야 할 분량도 적지 않았지만 한국과 이슬람세계와의 문화교류 부재로 

아랍어 이슬람문구에 한 적절한 한국어 문구를 찾기가 무척 어려웠다. 특히 본

서의 다수 인용문이 14세기 전의 문체로 기록된 꾸란과 예언자 무함마드의 어

록인 하디스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말 현  문체에 맞추어 번역하기가 가장 힘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7월 26일 8개월 만에 초기번역을 마칠 수 있었

다. 역자가 본서 번역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얻고 초기번역을 완료했을 때 희열을 

느꼈던 것처럼 본서를 읽는 독자들도 이슬람에 관한 지식과 상식을 얻고 역자와 

같은 기쁨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한다. 
꾸란은 아랍어 원문을 가리켜 꾸란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번역된 것은 꾸란이

라고 하지 않는다. 본 번역서에 언급된 것은 역자의 상식과 지식 안에서 꾸란의 의

미를 소개한 것에 불과하다. 정확하고 확실한 꾸란의 진가를 알고 싶은 독자는 아

랍어 꾸란 원문을 참고하여 주기 바란다.
알함두릴라 그리고 본서를 번역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무함마드 어머

니와 본서가 출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신 이브라힘 알리(H.E Ibrahim bin 

Abdulaziz Al‐ʹAli) 라와드 번역 센터 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교정과 

수정을 하느라 수고하여 주신 압둘라흐만 이주하 서울 성원 이맘님에게도 감사

를 드리며 본 번역서를 읽는 중에 잘못 번역된 부분을 알려주실 독자에게도 미

리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하여 준 부분은 본서가 재출간 될 때 보완할 것을 약

속드립니다.  

2015년 1월 27일
웅천역 출발 서울행 새마을호 열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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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자 서 문

모든 광은 당신 하나님의 것이니 모든 광을 홀로 받으소서. 저희는 당신

께만 도움을 청하며, 당신에게만 용서를 간구하고, 당신의 안내만을 추구합니

다. 저희가 나쁜 마음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저희

를 보호하여 주소서. 당신의 안내를 받은 자는 방황하지 아니하나 당신의 안내

를 받지 못한 자는 어느 누구의 안내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 하나님 한 분 외

에는 경배의 상자가 없고 당신에게 비유될 수 있는 것 아무 것도 없으며 무함마

드는 당신의 종이요 당신의 사도라는 것을 저희는 선서합니다.

믿는 자들이여 바른 시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그분께 복종하는 

자가 되어 임종하라 (수라트 아알 이므란 3:102)

사람들이여 주님을 공경하라 한 몸에서 너희를 창조하사 그로부터 배우자를 

두고 그 둘로 하여금 남자와 여자를 많이 두도록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니라 그

리고 그대들이 서로의 권리를 요구하면서 언급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친척관계(단

절시의 응벌)을 두려워하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지켜보시고 계시느니라 (수
라트 알‐니싸아 4:1)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진실만을 말하라 하나님께서는 너희

가 바르고 훌륭한 일만 하도록 안내하시고 너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니라 하나

님께 복종하고 사도에게 순종하는 자는 누구나 위 한 업적을 거둘 것이니라

(수라트 알‐아흐잡 33:70‐71)

가장 훌륭한 말씀은 하나님의 성서이며 가장 훌륭한 안내자는 예언자 무함마드

(쌀랄라후 알라이 와 쌀람1))입니다. 가장 나쁜 것은 새로이 만들어 낸 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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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dʹah)이요 모든 이설은 길을 잘못 안내하는 오도(dalalah)이며 모든 오도는 지

옥의 안내자입니다.

사랑하는 무슬림 형제자매 여러분에게

종교에 한 정확한 지식과 바른 이해는 가장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가장 순수

해야 하며 가장 고상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 한 일입니다. 그
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칭과 속성과 행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정하신 종교가 무엇이고 법이 무엇인지 알고 그분께서 보내신 예언자들과 사도

들을 알아서 그에 근거한 믿음과 신념을 갖고 그에 근거한 예의범절에 따

라말과 행동으로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지식은 타우히드(tawheed2))와 관련한 하나님 유일성에 한

것이며 가장 중요한 행위는 그분을 경외(taqwa)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알

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바라는 것이며 모든 선의 문들은 그분께서 제

정하신 법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무아위아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하나님

께서 어떤 인간에게 좋은 일을 바라실 때는 그에게 종교에 관한 지식을 주시지

요.”3) 

절 자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서 보내주신 위 한 성서를 따르며 그분의 명

령을 준수하는 자는 위 한 보상을 받습니다.

현세에 사는 동안 하나님에 한 지식의 전당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은 누구

를 막론하고 내세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두신 축복의 정원에 들어갈 것입

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 기뻐하실 것이며 그가 현세에 사는 동안 하나님

께 복종함으로서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내세에서도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1) 꾸란은 예언자 무함마드 이름이 언급될 때 이 문구로 그분에 대한 예의를 표시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 문

구의 뜻은 ‘하나님이여, 그분에게 평안함이 있도록 하여 주소서!’ 라는 기도문이다. 매끄러운 독서를위해

반복하여 언급하지 않겠지만 예언자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이 문구를 마음으로 되새겨주기 바란다(역자

주).
2) 성부와 성자를 두지 않고 홀로 존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일컫는 이슬람의 전문용어(역자

주).
3)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71) and Muslim (no.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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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 바라는 것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내세에 갔을 때 주님께서는 그가 바라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

다. 무지와 유혹의 감옥에 자신을 가두어 놓은 사람이 있다면 부활의 날 주님께서

는 그를 불지옥의 감옥에 가두어 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현세에서 주님을

불신함으로서 주님의 노함을 받았던 것처럼 내세에서 가서도 주님의 노함을 받을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하나의 건축물과 같습니다. 각각의 재료가 그 건축물을 지탱하여 

주는 것처럼 신앙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여 주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

게 사신을 두지 않도록 하여 주고, 무지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고, 비드아

(bidʹah4))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이슬

람 소개(daʹwah5))를 위해 각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멀리하도록 충고해야 합니다. 

스스로도 자성하고 형제와 친구들로 하여금 주님의 기쁨을 추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슬람 지식을 얻는 자도 있을 것이요, 몰랐던 자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이요, 죄 지은 자는 회개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요, 잘못 길을 

간 자는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요, 몰인정한 자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에 감사

하기 위해 나는 규범(ahkam)과 전통(sunan)에 근거하여 나의 형제들과 함께 이 

종교를 소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지혜를 모아 여러분을 주님께로 

초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심으로 나는 본서를 편안하게 준비하고 집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타우히드와 믿음(tawhid  and  iman)  덕목(fadail),  도덕

(akhalq), 예절(adab), 디크르(dhikr; 하나님을 생각하고 염원하는 것), 두아

(duʹa), 규범(ahkam) 등 여려 다양한 문헌들과 하나님에 한 지식과 안내에 관

한 주요 서적들을 수집하고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주님의 은혜로 본서가 꾸란과 정통 하디스(hadith)로 장식되는 광을 

갖게 되었습니다. 종교에 관한 이차적인 것(furu)에 관하여 나는 한 가지만의 견

해를 언급하면서 그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확한 것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꾸

4) 꾸란과 정통하디스에 근거하지 않는 새로운 이론이나 학설 (역주 주석).

5) ‘다우와’는 이슬람 종교를 포교하는 선교란 뜻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초대한다는 의미다(역자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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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과 하디스에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부연 설명은 도움을 얻고자 하는, 특히 초보

자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습니다.

또한 이슬람 교리를 요약하여 쉽게 설명하고 쉬운 문체를 사용하여 학자나 초

보자 모두가 짧은 시간에 본서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노력하 습니다. 이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며 덕분에 필자가 의도한 그리고 바라는 

로 본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본서가 지식의 그릇이 되고, 가볍고 부피가 크지 않아 들고 다니기에 편하고, 
보기 좋은 책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서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신앙인은 자

신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이슬람 해설가는 그의 해설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슬람법관은 그의 법해석에 도움이 되고 선생은 그의 가르침에 도움이 될 것이

며 판사는 그의 재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업가는 그의 상거래에 도움이 되고 

이슬람을 소개하는 자는 그의 이슬람 소개에 도움이 될 것이며 무슬림은 그의 일

상생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광과 찬양을 홀로 받을 자격을 가지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나는 부분의 주요 교리와 부분적인 것들은 상세하게 서술된 이슬람 학자들

의 저서와 요약본에서 발췌하 고 다른 문헌들도 활용하 으며 과거 훌륭한 선임 

학자들과 현  학자들의 이슬람해석도 참고로 하 습니다. 특히 아부 하니파, 말
리크, 샤피, 아흐마드 네 분 이맘의 정확한 견해를 존중하 으며 증거가 분명할 때

는 다른 이슬람 학자들의 견해도 따랐습니다.

타우히드의 장, 믿음의 장, 규범의 장은 꾸란과 정확한 전통에 근거하여 서술

하려고 노력하 습니다. 정확하고 확실한 전통을 찾지 못했을 경에는 과거에 훌

륭한 업적을 남긴 선임자들과 정확하고 분명하게 해석하려고 노력한 현  이슬람

공동체 이맘들의 생각과 견해를 따랐습니다.  

신앙생활과 거래에 관한 현실문제들에 관해서는 이슬람 학자들로 구성된 이

슬람법 협의회나 위원회 그리고 이슬람회의나 세미나, 학술연구물이나 논문에서 

도출된 가장 정확한 견해를 택하 습니다.  

확실하고 정확한 증거에 근거하여 모든 무슬림에게 필요한 일위일체론, 믿음,  
하나님에 한 지식, 덕목, 도덕, 예절, 암송문, 기도문 장을 서술하 습니다.  규범

에 관한 이슬람법 해석의 장 부분은 책의 부피를 고려하고 본서 저술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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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증거보다는 규범의 적용을 주로 언급하 습니다.

규범에 관한 사항에서는 사안의 중요성, 빈번히 논쟁이 상이 되는 부분, 관심

을 끌거나 폭넓은 이해가 필요한 사안에 해서는 증거를 언급하기도 하 습니다.

이슬람법적인 증거를 원하는 독자는 알무그니(al‐mughi), 알움므(al‐umm), 
알마브수트(al‐mabsut),  알무다우와나(al‐mudawwanah)  같은 이슬람법 관련 

서적이나 그 밖의 이슬람법과 하디스 책을 참고하기 바라며 꾸란과 순나에 근거

한 증거로 주제를 설명하고자 한다면 필자가 4권으로 엮은 마우쑤아 피끄흐 알‐
꿀루브(mawsuah  fiqh  al‐qulub)란 사전을 참고하고,  꾸란과 순나에 근거한 

증거로 타우히드, 믿음, 규범에 관한 사안들을 설명하고자 한다면 필자가 5권으로 

엮은 이슬람법 사전(mawsuah al‐fiqh al‐islami)를 활용하기 바라며, 하나님

의 명칭과 속성과 행위를 통하여 타우히드에 관한 이슬람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면 나의 저서 키탑 알‐타우히드(kitab al‐tawhid)를 참고하여주기 바랍니다.

본서 집필을 위해 활용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헌은 꾸란과 예언자 전통 순

나이며 이슬람 공동체를 위한 훌륭한 선임자들의 이해에 근거하 습니다.

꾸란을 인용하면서 꾸란 장의 명칭과 꾸란 절의 번호를 동시에 기록하여 참고

가 되게 하 으며 예언자의 말씀인 하디스(hadith)는 정확한 것(sahih)과 훌륭한

것(hasan)을 인용하면서 하디스의 출처를 밝히고 그 하디스가 정확한 것인가 또

는 훌륭한 것인가에 한 견해와 규범은 다음의 조건에 충실했습니다.

1. 본서에 인용된 모든 하디스는 정통성이 인정된 하디스입니다.

2. 인용된 하디스가 부카리와 무슬림 두 총서(sahihain)에 있는 경우에는 두

총서에 있는 일련번호를 언급하 고, 한 총서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 총서의 일련

번호만 언급하 으며, 때로는 다른 책에 있는 하디스도 언급하여 참고가 되도록 

하 습니다.

3. 하디스가 정확한 두 총서가 아닌 무스나드(musnad), 네 종류의 수난

(sunan)과  그 밖의 다른 수난(sunan)에 있는 경우에는 그 하디스에 한 두 가

지, 때로는 그 이하 또는 그 이상의 출처를 원본의 번호와 함께 언급하 습니다.

4. 하디스를 발췌하면서 하디스 출처 번호를 언급하 고 출처 번호가 없을 경

우에는 책의 권수와 페이지 번호를 언급하 습니다. 

5. 하디스가 두 총서가 아닌 다른 책에 언급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하디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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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것인가 혹은 훌륭한 것인가를 이 분야를 주도했고 또 주도하고 있는 분들

의 견해에 따라 그 하디스의 정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 습니다.

6. 그 하디스가 앞부분에 이미 언급되어 있다할지라도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 반복 언급하 으며 때로는 정확한 하디스 또는 일부를 포함시켜 규범 설

명과 타글리브(targhib) 또는 타르히브(tarhib)를 위해 적용하도록 하 습니다. 

여러분이 소지하고 있는 본서는 이슬람 종교에 관한 개요서로 교리(aqidah), 
규범(ahkam), 도덕(akhlaq) 그리고 예절(adab)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필
자는 흩어진 것들을 모아 본서에서 장과 주제와 증거들로 분류하여 조화를 꾀하

습니다.

필자는 집필을 마치고 나서 책명을 무크타사르 알‐피끄흐 알‐이슬라미

(mukhtasar al‐fiqh al‐islami; 요약된 이슬람 지식)이라 하 습니다. 첫 부분에

서는 타우히드와 믿음을 다루었고,  중간 부분에서는 수난(sunan)과 규범

(ahkam),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에로의 초청(daʹwah)과 주님을 위한 

노력(jihad)을 다루었습니다.

본서의 집필 목적은 숭배의 유일한 상자인 주님에 한 지식을 제공하고, 종
교의 규범을 설명하고, 삶의 모든 역에 주님의 계명을 부활시켜 사람들로 하여

금 관심을 갖고 바른 길을 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슬람 지식과 규범을 담고 있는 이 커다란 그릇이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

덕입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가까이서 수확할 있는 그릇입니다. 아름다운 문

체와 많은 의미와 정확한 어휘들이 담겨져 있는 그릇입니다.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 그렇지 않는 사람 모두가 그 안에 담긴 것을 추구하면 구제를 받을 것입니다.
본서가 여러분을 피곤하지 않고 싫증나지 않게, 그리고 지치지 않게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도달하도록 도와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장 장엄한 것을 맛볼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입니다. 독자는 엄청난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마음을 고

무시켜 천국의 정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신앙인들의 마음을 만져줄 것이요 찢

어진 상처를 치료하여 줄 것입니다. 불타는 고통을 진정시켜 줄 것입니다. 이설과 

무지로부터 탈출시켜주고 거만한 자와 위선자와 믿음을 거부하는 고집불통의 사

람들을 제압하여 줄 것입니다.   

필자가 본서를 집필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바라는 목적을 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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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입니다. 거주자에게 친구가 되고, 게으른 자를 일깨워주고, 여행자에게 

양식이 되고, 사이가 좋지 않는 자에게 동반자가 되고, 가족을 위한 정원이 되고, 
이슬람 공동체를 위한 축제가 되고, 인간을 위한 빛이 되도록 하기 위해 본서를 집

필하 습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꾸란과 순나를 잘 조화시키고, 전해오는 것과 합리적인 것을 

조화시키고, 타르기브(targhib)와 타르히브(tarhib)를 조화시키고,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을 조화시키고, 타우히드와 이슬람법 샤리아의 궤도에서 수 할 수 있게 

하고, 진리와 미덕을 조화시키면서 사신을 섬기는 행위, 즉 쉬르크(shirk)와 비드

아(bidʹah; 이설)와 악을 퇴치하는 단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본서가 일위일체의 주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의 눈을 밝혀주는 빛

이 되고, 주님만을 섬기는 자들을 위한 등 가 되고, 이슬람을 소개하고 가르치는

자들을 위한 양식이 되고, 길을 잃은 자와 활보하는 자를 위한 횃불이 되게 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무슬림 형제여, 

여기에 당신을 위한 장미꽃 정원이 있고, 당신을 위해 과실을 달콤하게 만들어 

주는 정원이 있고, 당신을 위한 시원한 그늘이 내려진 정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

님께서 필자에게 내려주신 은총이요 자비입니다. 본서의 내용이 정확하다면 그것

은 모두 주님의 덕분이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틀린 부분이 있다면 그것

은 필자 잘못이요 사탄의 행위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주님이시여, 이 잘못에 해 

당신께 용서를 간구합니다. 

필자가 잘못하여 혹은 실수로 빠뜨린 부분이 있다거나 무의식중에 행한 오류

가 있다면 이를 용서하여 주소서. 모든 저자는 통찰력을 갖고 신중하고 조심스럽

게 저술을 합니다.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간결한 문체로 여러 주제를 표현합니

다. 그런데 무의식중에 혹은 잘못하여 실수를 하거나 오류를 범합니다. 특히 지금

시 는 정신적 산만함과 과중한 업무, 불안과 초조, 세상사와 유혹의 엄습으로 자

신도 모르게 오류와 실수를 합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실수하고 오류를 범하는 사

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인간은 회개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하고 자비를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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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는 주님이시여, 당신의 용서와 자비를 간구합니다. 펜은 사람과 같아서 잘못을 

할 때도 있고 바르게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시작도 하고 때로는 반복도 합니

다. 때로는 손에서 떨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마음에서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주여, 바르게 본 것에 해 감사해 하는 한 무슬림에게 자비를 내려주

시고 실수하여 잘못 본 것이 있다면 바른 길로 안내하여 주소서. 당신은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이시고 피할 수 없는 상처를 치료하여 주는 현명하고 정직한 분으로 

뼈를 부러뜨리지 않고 개인적인 것과 공적인 것 사이에 불화의 씨앗을 심지 않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모든 것에 편견이 없는 공정한 분이시고 모든 좋은 일을 좋아

하시는 분이시며 부족한 인간에 의해 빠뜨린 모든 것을 너그럽게 지적하여 주시

는 분이십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당신께서 제정하신 이 위 한 종교는 이 종교를 위해 일하는 

자를 위한 것이고, 이 종교를 가르치는 자를 위한 것이고, 이 종교를 방어하는 자

를 위한 것이고, 이 종교와 함께 하면서 인내하는 자를 위한 것입니다.

가장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여, 본서가 저 자신과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여주소서. 본서가 당신만을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필자를 비롯하여 저의 

부모님과, 저의 가족과, 본서를 읽을 독자와, 본서의 내용을 듣는 자와, 본서로부

터 유익함을 얻은 자와, 본서를 가르치는 자와, 본서를 출간하는 자와, 본서를 번

역하는 자와, 그리고 모든 무슬림들에게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주소서. 당신은 저

희 모두를 충족시켜주시는 분이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요, 보호하여 주시

는 분이요,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여, 당신의 종이자 당신의 사도인 무함마

드와 그분의 가문과 그분의 동료들과 심판의 날까지 훌륭한 그분들을 뒤따를 모

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평화와 축복을 내려주소서.

주님의 관용을 간구하는 필자

무함마드 빈 이브라힘 빈 압둘라 알-투와이지리
부라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핸드폰: 0508013222‐0504953332
E‐mail: Mb twj@hotmail.com

웹사이트: hatha‐alislam.com/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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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부

타우히드(tawhid)와 믿음(i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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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우히드(tawhid)

타우히드(tawhid) 

하나님의 일위일체와 관련한 유일성과 그분만을 위한 인간의 의무를 말한

다.  이것은 주권(rububiyyah),  신성(uluhiyyah),  그리고 명칭과 속성

(asma’and sifat)은 오직 하나님만이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이에 비유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는 확신을 말한다.

의미

하나님께서는 홀로 존재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활하시는 주님이시

고, 우주와 인간을 존재케 하신 창조주로 우주만물을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시

며,  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우주만물을 유지시키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

하고 확신하는 것이다.

그분만이 홀로 숭배 받을 권리를 갖고 계신다. 그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숭배

의 상이 없다. 그러므로 그분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한다면 그것은 허위요 거짓이

다. 그분만이 완전한 속성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결함이나 부족함이 없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그분만이 가장 아름다운 이름과 속성을 가질 수 있다. 다음

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떠한 신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

름다운 이름들을 가지고 계시니라 (수라트 따하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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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우히드에 관한 해석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분이시고 그분에게 견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

다. 그분의 본질과 명칭과 속성과 행위에 있어서 이에 비유될 수 있는 것 아무 

것도 없다. 주권과 창조와 계명에 있어서도 이에 비유될 수 있는 것 아무 것도 

없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하라 하나님께서는 일위일체의 존재이시고 원히 홀로 존재하시고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며 성자와 성부도 두지 않으셨나니 하나님께 비유될 

수 있는 것 아무 것도 없느니라 (수라트 알‐이클라스 112:1‐4)

하나님은 가장 강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분 외의 모든 것은 허약하

다. 그분은 가장 힘이 있으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분 외의 모든 것은 힘이 없는 

것들이다. 그분은 가장 위 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분 외의 모든 것은 하찮은 것

들이다. 그분은 스스로 자족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분 외의 모든 것은 그분

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다.  

그분은 가장 강력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분 외의 모든 것은 허약한 것들이

다. 그분만이 진리이시다. 그러므로 그분 외에 숭배되는 모든 것들은 모두가 허

위요 거짓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이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거짓이라 가장 높이 계시고 가장 위 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밖에 없기 때문

이라 (수라트 루끄만 31:30)

그분만이 가장 웅장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분보다 웅장한 것은 없다. 그분

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분보다 더 높이 있는 것은 없다.
그분이 가장 위 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분보다 위 한 것은 없다. 그분은 가

장 자비스러운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분보다 자비스러운 것은 없다. 그분만이

가장 강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강한 것을 존재케 하는 것은 그분 외에는 없다.
그분만이 가장 힘이 센 분이시다. 그러므로 힘이 센 것을 존재케 하는 것은 그분

외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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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만이 가장 자비스러운 분이시다. 그러므로 자비를 존재케 하는 것은 그분 

외에는 없다. 그분만이 가장 지적인 분이시다. 그러므로 지적인 것을 존재케 하는 

것은 그분 외에는 없다. 그분만이 모든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는 분이시다. 그러므

로 그분 외에는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는 자가 없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며 너희 주님이시거늘 그분 외에는 신이 없으며 그분께

서 만물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라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뵐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켜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온화하고 모든것을 아시는 분이시니라 (수라트 

알‐안암 6:102‐103)

그분만이 진리의 신이시니 그분만이 숭배의 상이다. 그러므로 그분 외에는 

숭배의 상이 없다. 그분만이 완벽한 분이시고, 그분만이 가장 장엄하시고, 그분

만이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시고, 그분만이 우아한 분이시다. 그분만이 가장 우아

한 이름과 가장 고상한 속성을 가지신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 아무 것도 없노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니라  (알‐수라트 슈라 42:11)

그분만이 가장 현명한 분이시고 원하시는 로 행하며 명령하시는 분이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실로 창조와 말씀이 주님의 것이니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이시여 홀로 축

복 받으소서 (수라트 알‐아으라프 7:54)

그분은 모든 것 이전의 첫번째이시며 모든 것 이후의 마지막이시다. 모든 것 위에 

존재하는 분이시오 모든 것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며 나타나지 아니하시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견줄 수 있는 것 아무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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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만이 진리의 통치자이시니 모든 것이 그분에게 달려있다. 그분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오직 그분에게로만 지향해야 한

다. 그분에게 견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도 존재하셨고 마지막에도 존재하시며 가장 높으신 분이

시고 가장 가까우신 분이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수라트 알‐하디드 57:3)

말하라 권능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는 당신이 원하는 자에게 통치

권을 주시고 당신의 뜻 로 통치권을 빼앗기도 하시며 또 광되게도 하고 천하

게도 하십니다 선은 당신의 손안에 있습니다 진실로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행하

실 권능을 지니셨습니다 (수라트 아알 이므란 3:26)

그분만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분만이 모든 것에 완벽한 힘

을 미치는 분이시다. 그분만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분만이 모든 것

에 은혜를 베푸는 분이시다. 그분만이 모든 것을 에워싸고 계시는 분이시다. 능력

을 가진 모든 것 위에 완벽한 능력을 가진 분이시다. 모든 힘센 자들 위에 계시는 

가장 완벽한 힘을 가진 분이시다. 모든 자를 지배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다음

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왕국을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축복이 있으소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라 (수라트 알‐물크 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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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우히드 분류

사도들께서 촉구하고 성서들을 통해서 밝혀진 타우히드는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타우히드 마으리파(tawhid al‐ma’rifah; 지식에 관한 타우히드)와 이쓰

바트(ithbat; 확신)가 있는데 타우히드 루브비야(tawhid al‐rububiyyah; 주권에 

관한 타우히드)와 아스마 와 시파트(asma wal‐sifat; 하나님의 명칭에 관한 타우

히드)라고도 불린다. 주님의 실체가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하나님의 명칭들

과 속성들에 관한 타우히드를 입증하는 것이다.

의 미

인간은 하나님만이 주님이시고 창조주이시며 이 위 한 우주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인정해야 한다. 본질과 명칭과 속성과 행위에 

있어 가장 완벽한 분이시라는 것에 해서도 확신하고 인정해야 한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요, 모든 것을 에워싸고 있는 분이요, 모든 것 위에 군림하는 가장 

큰 힘을 지닌 분이라는 것도 확신하고 인정해야 한다. 완벽한 속성을 가지신 분이

요 결점이나 오점이 전혀 없는 완전한 분이라는 것도 확신하고 인정해야 한다.  
가장 아름다운 이름과 가장 고상한 속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도 확신하고 인

정해야 한다. 본질과 이름과 속성과 사역에서 그분처럼 완벽한 분이 없으며 이에 

견줄 수 있는 것 아무 것도 없다는 것에 해서도 확신하고 인정해야 한다. 다
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 아무 것도 없노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느니라 (수라트 알‐슈라 42:11)
둘째:  타우히드 까사드(tawhid  al‐qasd;  의도에 관한 타우히드)와 딸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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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alab; 목적)이 있는데 타우히드 울루히야(tawhid al‐‘uluhiyyah; 신성에 관한 

타우히드)와 이바다(ibadah; 숭배 혹은 경배)라고도 불린다. 기도, 예배, 두려움, 
소망, 등 여러 분야의 신앙생활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것이어야 한다.

의 미

인간은 하나님만이 신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분만이 인간으로부터 숭배를 받

을 유일한 분으로 그분 외에는 신성을 지닌 자가 없고 숭배 받을 자가 아무도 없

다는 것을 확신하고 인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도, 예배, 간구, 의지, 두려움,  소
망, 가축도살, 맹세 등과 관련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외의 다른 것에 연관 짓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분 외의 다른 것과 연계 짓는 자는 무쉬리크

(mushrik; 하나님과 더불어 사신을 섬기는 자)이고 불신자이다. 다음은 이와 관

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아무런 권한도 없는 사신을 숭배하는 자는 주님의 계산을 

받느니라 실로 불신자들은 번창하지 못하니라 (수라트 알‐무으미눈 23:117)

타우히드를 인정하는 규범 

1) 사람들은 피트라(fitrah; 본성)와 우주에 한 관찰을 통해 자연스레 타우

히드 루부비야를 인정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 징벌로 구제되기 위해서는 

그것에 한 인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탄의 부인 이블리스나 무쉬리크

도 그것에 해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함을 주지 못한

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만을 위한 타우히드 이바다(tawhid  al‐ibadah)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타우히드 루부비야만 인정하는 자는 

무슬림이나 무와히드(muwahhid; 일위일체의 하나님만을 구세주로 믿는 

숭배하는 자)가 될 수 없다. 타우히드 울루히야를 인정할 때까지, 즉 하나님 외

에는 어떠한 신도 존재하지 않고 그분에게 비유될 수 있는 것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증언하고 하나님만이 숭배를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며 그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숭배 받을 자격이없다는 것을 선서한 후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을 할 

때 까지는 그의 생명이나재산은 보호받지 못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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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에게 내려진 명령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진실한 믿음이 되도록 알

라 (하나님)께 헌신하며 예배하고 이슬람세를 바치는 것들로 이것이 올바른

길을 걷는 백성들의 종교이니라 (수라트 알‐바이이나 98:5)

2) 많은 사람들이 타우히드 울루히야 그리고 이바다를 불신하고 거절한다. 이
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사도들을 보내시고 성서들을 내려주시면

서 하나님 한 분만을 숭배하되 그분 외에 다른 것은 절  숭배하지 말라고 명령

하셨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는 각 공동체에서 사도를 택하여 각 민족에 보내 하나님만을 섬기되 우상을 

피하라 하 느니라 (수라트 알‐나흘 16:36)

3) 타우히드 루부비아야와 타우히드 울루히야는 불가분의 관계다. 전자는 후

자를 필요로 한다. 하나님만이 주님이요 창조주이며, 통치권자요 일용할 양식의 

제공자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만이 인간으로부터 숭배를 받을 유일한 분으

로 그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숭배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

이다. 그러므로 그분 외의 다른 것에 기도를 해서도 안 되고 도움을 청해도 안 되

며, 그분 외의 다른 것에 의존해서도 안 되고 그분 외의 다른 것에 어떠한 형태의 

숭배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타우히드 울루히야는 타우히드 루부비야를 더욱 필요로 한다. 하나님만을 

숭배하고 그분에게 어떤 것도 연계시키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그리고 항상 하나님

을 주님으로, 창조주로 그리고 통치권자로 인정해야 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

나님의 말씀이다.

말하라 인류의 주님께 인류의 통치자에게 인류의 신에게 보호를 간구해야 하

느니라 (수라트 알‐나쓰 114:1‐3)
때로는 둘 중 하나는 단독으로 언급되나 이 둘은 의미상으로 함께 하고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하라 하나님만이 만물의 주님이신데 그분 외에 내가 다른 것에 간구한단 말이

뇨 (수라트 알‐안암 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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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우히드의 은총

 하나님은 온 누리의 주님이시고 모든 인간의 주님이시며 모든 인간을 위한 유

일신이시다. 그분을 숭배하는 신앙인들을 위한 유일신이요 가장 자비로우신 주

님이시다. 그래서 비록 그분을 숭배하지 않는 자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

다.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사람은 그분의 루부비야에서 다양한 선물을 받고 

그분의 울루히야에서는 종교와 천국의 선물을 받는다.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은 

현세에 살고 있을 때 그분의 루부비야에서 선물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활의 

날 울루히야에서는 천국이라는 선물을 받지 못한다. 
인간은 자신이 일한 것에 한 보상을 받는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 않는 

카피르(kafir), 즉 불신자는 내세에 갔을 때 불지옥 외에 아무 것도 보상받지 못

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 그들을 위해 천국이 있고 

그 밑에는 강물이 흐르니라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주어질 때면 이것은 이전에

도 저희에게 베풀어졌던 것이옵니다 라고 그들은 말하노라 또한 그들에게는 그와 

유사한 것들이 주어지리니 그곳에 순결한 동반자가 있어 그 안에서 함께 생할 

것이니라 (수라트 알‐바까라 2:25)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불의와 혼합하지 아니한 자들만이 평온을 얻고  바른 

길로 안내받느니라 (수라트 알‐안암 6:82)

믿는 자는 하나님을 염원하여 마음의 평안을 찾노라 실로 마음의 평안은 알

라 하나님을 염원할 때 오며  믿음을 가지고 선을 실천하는 자들은 축복과 아름

다운 최후의 거처를 얻게 되느니라(수라트 알‐라으드 13:28‐29)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우바다 빈 알‐사미트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

다. “ 하나님 한 분 외에 숭배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으

며 그분께 견줄 수 있는 것 아무도 없습니다. 무함마드는 그분의 종이요 사도이

며, 예수 역시 그분의 종이요 사도라는 것, 그분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과 그분

으로부터의 혼, 천국도 사실이요 지옥도 사실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자는 비록 

그의 업적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에 들게 할 것입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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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자베르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어떤 사람이 

예언자를 찾아와 말하길, “알라의 사도여,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이에 예언자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께 그 어떤 것도 연관시키지 않고 죽은 자

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하나님께 그 어떤 것을 연관시키는 자는 불지옥에 들어

갈 것입니다.”7)

타우히드의 진실과 본질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존재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좋은 것과 

나쁜 것, 받거나 빼앗기는 것, 유익함이나 해악, 관리나 계획 등 모든 것이 하나

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본다. 이 지식에 근거하여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숭

배하고 그분 외의 어떤 것도 숭배하지 않는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

이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사 너희의 주님이시거늘 그분 외에는 신이 없으며 그분

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을 주관하시니라 (수라트 알‐안암 6:102)

타우히드 문구의 위대함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압둘라 빈 아므르 빈 알‐아스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예언자 노아의 임종이 다가왔을 때 노아는 그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

지요. ‘몇 가지 충고하고 싶구나. 지켜야 할 두 가지고 있고 해서는 안 될 두 가지

가있느니라. 지켜야 할 두 가지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 외에는 숭배 받

을 자격을 가진 신이 없습니다. 일곱 개의 하늘과 일곱 개의 지구를 한쪽의저울

에 놓고 하나님 외에는 숭배 받을 자격을 가진 신이 없습니다 라는 문구를 다른

한쪽의 저울에 올려놓았을 때 후자의 무게가 전자의 무게보다 더욱 많이나가니

라. 일곱 개의 하늘과 일곱 개의 지구가 하나의 고리가 된다 할지라도

6)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no. 3435) and Muslim(no. 28). The Wording is that of Bukhariʹs.
7) Nnarrated by Muslim(no.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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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외에는 숭배 받을 자격을 가진 신이 없습니다 라는 문구가 그 고리를 절

단해 버릴 것이니라. 또 이렇게 말하려므나. 하나님이여, 찬양과 찬미를 홀로 받

으소서. 이 문구는 모든 것을 위한 예배이며 그것으로 모든 피조물이 일용할 양

식을 얻게 되느니라. 한편 해서는 안 될 것은 쉬르크와 거만이니라.”8) 

타우히드의 완성

하나님만을 숭배하고 그분에게 어떤 것도 연계시키지 아니하며 타구트

(taghut; 사신들, 거짓 신들, 우상들; 역자 주)를 피할 때 타우히드는 완성된

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는 각 공동체에서 사도를 택하여 각 민족에 보내 하나님만을 섬기되 우상을 

피하라 하 느니라 (수라트 알‐나흘 16:36)

타우히드의 진실과 열매

 타우히드의 가장 큰 열매는 인간에 한 하나님의 기쁨이요, 인간을 위한 

사랑이요, 인간을 위한 자비이며, 인간을 만족시켜 주시는 것이다. 인간의 행위

를 받아 주시는 것이요, 현세와 내세에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인간을 위한 열매는 하나님에게만 의존하면서 인간에 한 불만을 삼가

고, 비난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다. 하나님 한분으로 만족하면서 그분을 사랑

하고, 그분의 명령을 복종하고, 가장 보기 좋은 모습으로 그분만을 숭배하고, 그
분에게 복종하고, 그분에 한 좋은 생각만하고, 그분을 상기하면서 평안을 찾아 

지옥으로부터 구제됨을 받아 천국으로 가는 것이다. 

타구트(taghut)의 속성

역을 벗어난 인간의 행위를 타구트라고 한다. 우상을 숭배하거나 예언가나 

8) Authentic; narrated by Ahmad (no. 6583) and Bukhari in al‐Adab al‐Mufrad (no. 558) See al‐Silsilah
al‐Sahihah (no.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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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쟁이의 말을 믿고 따르는 행위, 나쁜 학자들의 가르침을 받거나 하나님의 명

령에서 벗어나 통치하는 위정자나 지도자들을 따르는 행위를 말한다.

다섯 가지의 주요 타구트

여러 형태의 타구트가 있으나 그 중 주요 타구트는 하나님께 보호를 간구하

여 피해야 할 이블리스(iblis; 사탄의 부), 그를 기쁘게 하는 자, 그를 숭배하라

고 부추기는 자, 그로부터 불가시계에 한 것을 배우라고 말하는 자, 하나님께

서 계시하지 않은 다른 것으로 다스리는 자가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

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신앙인들의 구원자로 신자들을 암흑에서 광명으로 인도하시니라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의 보호자는 사탄들로 광명에서 암흑으로 유혹하매그

들은 지옥의 주인이 되어 그곳에서 주할 것이니라 (수라트 알‐바까라 2:257)

그 에게 계시된 것과 이전에 계시된 것을 믿는 척하면서 우상에게 구원하여 

분쟁을 해결하려는 자들을 그 는 보지 않느뇨 저들은 그것을 섬기지 말라는 명

령을 받았노라 그런데 사탄이 저들을 방황케 하려 하노라 (수라트 알‐니싸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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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바다(Ibadah)

이바다의 의미

이바다(ibadah)란 숭배 받을 자격을 가지신 분의 행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금지사항을 사랑과 존경심과 겸손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말한다.

숭배 받을 자격을 가진 분은 하나님 한 분 뿐이다. 그분에게 비유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이바다는 다음의 두 가지 의미를 가리킨다.

첫째: 사랑과 존경심으로 하나님을 숭배하고 그분의 명령을 실천하며 그분께

서 금지한 것을 멀리하는 것이다.

둘째: 숭배의 의미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분에 한 생각과 되새김, 그분

을 위한 예배와 사랑 등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수행하고, 그분께서 기뻐하

시는 말을 하며 그 말을 실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예배는 이바다이고 그것을 

수행하는 것은 하나님에 한 숭배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 한 사랑과 존경

심으로 그분에 한 종이 되어 그분께서 제정하신 법에 따라 그분을 숭배하는 것

이다. 그러므로 주님을 만나고자 원하는 자는 선을 행하고 주님을 경배할 때에는 

어느 무엇과도 비유하지 말라고 하셨느니라 (수라트 알‐카흐프 18:110)

진(jin)과 인간을 창조한 이유

하나님께서는 싸깔라인(thaqalayn; 진과 인간)을 아무런 목적도 없이 무의

미하게 창조하지 아니 하셨다. 그들이 단순히 먹고, 마시고, 놀고, 장난하고, 웃
고 즐기기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창조한 것이 아니시다. 어떤 위 한 목적을 두

고 그들을 창조하신 것이다.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만을 숭배하고 그분 외에 다

른 것을 숭배하는 것을 막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고, 그분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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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한 것을 멀리하고, 그분께서 정해 놓은 선에서 멈추도록 하는데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진과 인간을 창조함은 그들이 나만을 섬기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그들에

게 양식을 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들이 나를 부양해주기를 바라지도 않느니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권능과 힘의 주님으로서 양식을 주시는 수여자이시니라 

(수라트 알‐자리야트 51:56‐58)

그렇게 실천한다면 그들은 현세에서 행복할 것이요 천국을 보장받을 것이며 

부활의 날 주님 가까이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

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강물이 흐르는 천국에서 기거하며  전능하신

 주님 곁에서 진리의 자리에 있게 되느니라 (수라트 알‐까마르 54:54‐55)

이바다에 숨겨진 지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그분께서 금지한 것을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에 

한 믿음에 달려있다. 그분의 위 함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그분의 통치권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그분을 상기하고,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의 

징표와 피조물들을 살피고 연구하는 것이다. 

이 개념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도록 하기 위해 그분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그

분을 생각하게 하고, 그분에 한 생각과 사고를 반복하게 하고 새롭게 하기도 하

는데 이것이 바로 이바다다. 믿음이 더해지고 돈독해지게 되면 마음은 이만이란 

믿음으로 빛을 발산하면서 따라서 인간의 언행과 품성이 개선된다. 이에 하나님

께서는 기뻐하시면서 그 인간으로 하여금 현세와 내세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

여 주신다. 만일 반 의 경우라면 믿음은 소실되거나 감소하고 언행은 악화되며 

하는 일들은 부패하게 된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면서 그에게 징벌을 내

리신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음을 가진 자들이여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염원하라 그리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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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아침저녁으로 찬양하라 너희에게 축복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천사

들도 너희에게 관용을 베풀어 너희를 암흑에서 광명으로 인도하여 달라고 하나

님께 간구하고 있노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자비로운 분이시니

라 (수라트 알‐아흐잡 33:41‐43)

그 고을의 백성들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공경하 다면 나는 그들을 위

해 하늘과 땅으로부터 축복을 열어 주었으리라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거역했

으니 나는 그들이 얻은 것에 한 가로 그들을 벌하 느니라 (수라트 알‐
아으라프 7:96)

이바다의 기둥

하나님에 한 숭배는 세 가지 기둥에 의해 유지된다. 하나님에 한 사랑과 

그분 안에서의 소망과 그분에 한 두려움이다.

1) 하나님에 한 사랑이 이바다, 즉 숭배의 가장 중요한 들보다. 그분에

한 사랑은 그분에 한 지식과, 그분의 완벽한 명칭과 고상한 속성에 한 지

식과 그분이 내리는 축복 그리고 피조물인 인간에게 베푸시는 친절에 한 지식

에서 나온다.

주님에 한 인간의 지식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분에 한 사랑도 더해지

고, 그분에 한 존경심도 더해지고, 그분에 한 복종도 더해지며 인간에 한 그

분의 사랑도 더해진다. 주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완벽한 사랑은 주님에 한 

인간의 완벽한 복종과 정비례한다. 주님께 복종하면 복종할수록 그의 그에 한 

그분의 사랑도 증가한다. 그분에 한 복종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인간에 한 

그분의 사랑도 감소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에 한 인간의 지식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분에 한 복

종이 줄어들면서 그분에 한 불신행위가 더해간다. 그분에 한 사랑이 마음에

서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그는 이바다, 즉 숭배의 기쁨을 잃게 되고 사탄이 그를 지

배하게 된다. 따라서 주님에게 무관심하고 부주의한 상태로 불신의 맛을 보면서 

주님께 복중하기를 힘들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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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하나님에 한 사랑을 돈독히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명칭, 그분의 속

성, 그분의 행위에 한 지식과, 그분의 축복에 한 지식과, 우주와 꾸란 절에 

한 지속적인 사색과 관찰과, 의무사항에 한 실천과, 금지된 것에 한 자제와 

자발적인 추가 이바다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슬림은 주님에 한 지식을 쌓아야 하고, 이 지식에 근거하여 주

님을 숭배해야 하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것을 사랑해야 하고, 복종을 통하

여 주님을 기쁘게 해야 하고, 주님께서 싫어하시거나 죄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

지 말아야 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의 잘못과 믿는 남성과 믿

는 여성의 과오를 위해 용서를 구하라 (수라트 무함마드 47:19)

2)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열정을 다해야 하고, 그분의 보상과, 그분의 자

비와, 그분의 관용과, 그분의 천국에 한 소망을 간직하고 기 해야 한다.  소망

에는 세 종류가 있다.

첫째: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이러한 그의 행위를 수락하고 그에 한 보상으로 

불지옥을 면하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소망을 갖는 것이다.

둘째: 저지른 죄를 용서하고 그에 하여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를 받아들

여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하

고 관용을 베풀어 선행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이두 역은 이슬람에서 칭찬할 만한 것이며 실천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셋째: 죄에 빠져 있어 지속적으로 의무사항에 무관심하고 금기사항에 빠져 있

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는 소망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

이다.   

그러므로 주님을 만나고자 원하는 자는 선을 행하고 주님을 경배할 때에는 어

느 무엇과도 비유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수라트 알‐카흐프 18:110)

3)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한 지식이 더하면 더할수록 그분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된다. 칭찬할 만한 두려움은 인간과 주님이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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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자이시고 가장 강력한 주님께 죄를 지을 때 오는 두려움이다. 그분에 한 

두려움은 그분의 명칭과 속성과 행위를 통해서도 올 수도 있고, 인간의 허약함을 

통해서, 그분을 거역하는 자에 한 약속된 그분의 징벌 그리고 그분을 거역한 

자를 위해 준비된 징벌의 가혹함을 알게 되면 그분을 더욱 두려워하게 된다.

주님에 한 믿음이 더하여질수록 하나님의 징벌에 한 두려움이 더하여지

고, 그분을 거역한 자에 한 징벌의 가혹함을 알면 알수록 그분에 한 두려움

과 그분의 징벌에 한 두려움이 더욱 커진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

씀이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위의 모든 피조물과 천사들이 하나님께 거만하지 

아니하고 겸허하게 복종하느니라 그것들 모두가 위에 계시는 주님을 두려워하

고 명령 받은 로 행할 뿐이라 (수라트 알‐나흘 16: 49‐50)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에 한 사랑으로 그분을 숭배해야 하고, 그분에 

한 존경으로 그분을 숭배해야 하고, 그분의 보상을 소망하면서 그분의 징벌을 

두려워해야 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밤에 스스로 엎드려 예배하거나 서서 기도하며 내세를 두려워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예배하는 자가 그렇지 아니한 자와 같을 수 있느뇨 말하라 아

는 자와 모르는 자가 같을 수 있느뇨 실로 이해하는 자들은 이 교훈을 받아들이

느니라 (수라트 알‐주마르 39:9)

이바다의 분류

이바다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외적 언행과 내적인 것을 총괄

하는 말이다. 이러한 전반적이고 총체적 의미를 담고 있는 이바다는 두 종류로 

분류된다.

첫 번째 카테고리: 무조건적인 숭배 행위로 그 숭배 행위는 오직 하나님만을 

지향한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두아, 디크르(dhikr), 예배, 금식, 두려움, 소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 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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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음과 관련된 무조건적인 숭배로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첫째: 하나님 외에는 신이 존재하지 아니함으로 그분 외의 다른 것은 숭

배를 받을 가치가 없고 그분에게 견줄 수 있는 것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마음으

로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천사들을 믿고, 사도들을 믿고, 마지막 날을 믿

고, 좋고 나쁜 운명 등을 믿는 것이다.

둘째: 마음의 숭배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숭상하고, 그분에게 의지하

고, 그분을 필요로 하고, 그분께서 보상을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그분의 징

벌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위한 모든 행위에서 진실하고, 그분의 계명을 수행함에 

인내하고, 그분께서 금지한 것을 멀리하고, 그분께서 정해놓은 운명에 인내하는 

것 등이다.

2) 육체와 관련된 숭배로 여기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첫째: 말로 행하는 숭배로 믿음의 선서인 샤하다타아니(shahadatayn; 두 개

의 증언, 즉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을 증언하고, 무함마

드는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 디크르(dhikr; 하나님을 생각하고 염

원하고 칭송하는 것), 알라후 아크바르(Allahu Akbar; 하나님은 가장 위 하시

다), 수브하날라(Subhanallah; 하나님이시여 홀로 찬양받으소서), 알함두릴라

(Alhamdulillah; 모든 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꾸란 읽기와 낭송, 두아

(duʹah; 기도), 다우와(daʹwah; 이슬람 소개), 선행의 권장과 악행의 퇴치, 충
고, 이슬람 교육 등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  육체와 관련한 육체적 숭배로는 예배,  금식,  하지와 우므라(hajj  and 
ʹumrah;  순례와 소순례), 지하드(jihad; 노력), 지식추구, 자카트, 자선, 도살, 맹
세 등이 있다.

두 번째 카테고리

절 적이 아닌 숭배로 본래의 법전에서는 이바다가 아니었는데 순수하고 

진실한 의도로 하나님을 숭배해야 한다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절 적이 아닌 숭배는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된다.

첫째: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과 부모에 한 효도, 가족의 유 관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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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간의 화해, 아내와 가족과 친척들 부양, 손님환 ,  여, 선물 등과 같은 

권장사항이 있다. 하나님의 기쁨을 사기 위해 이러한 권장사항을 실천한다면 수

행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게 된다.

둘째: 하나님의 기쁨을 사기 위해 금지된 것과 혐오스러운 것들을 피하고 자

제하는 것으로 험담이나 이간질을 삼가고, 고리 금을 취하지 않고, 간음과 간

통을 하지 않으며,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고 속이지 아니하며 비도덕적인 행위

를 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분으로부터 

보상을 간구하고, 그분의 징벌이 두려워 이러한 행위들을 자제하고 삼가는 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다.

셋째: 하나님의 기쁨을 얻기 위해 허용된 것들을 행하는 것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것, 음식을 섭취하는 것, 잠자는 것 등이 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이러한 것들을 행하는 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님을 만나고자 원하는 자는 선을 행하고 주님을 경배할 때에는 어느 무엇과

도 비유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수라트 알‐카흐프 18:110)

그들이 속삭이는 비  이야기 속에는 축복이 없으나 자선과 정의를 실현하고 

사람들 간에 평화를 중재하는 화는 제외라 그렇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

게 하나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크나큰 보상을 내리시니라 (수라트 알‐니싸아

4:114)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우마르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수행의 

보상은 의도에 달려있지요. 그래서 각자는 자신의 의도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를 만날 의도로 여행을 떠나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를 만나게 되고, 속세의 이익이나 결

혼할 여인을 찾아 여행을 떠나는 자가 있다면 그는 그가 의도한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9) 

9)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2529)  and Muslim  (no.  1907).  The Wording  is  that  of
Bukhariʹ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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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부디야('ubudiyyah; 하나님에의 복종)의 길 

하나님에 한 숭배는 두 가지 큰 원칙에 근거한다. 하나님에 완벽한 사랑과 

그분에 한 완벽한 복종이 바로 그것이다.

이 두 원칙은 또 다른 중요한 원칙에 근거한다. 하나님의 은총과 관 함과 친

절과 그리고 사랑에 필수적인 자비를 증거하는 것이 있고, 자신의 부족함을 들

여다보면서 절 자이시자 가장 강력한 하나님에게 완벽한 복종을 위한 수행이 

있다.

인간이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문은 그분에 대한 인간의 절박한 필

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항상 자기 자신을 파산자처럼 인식하고, 자신을 위해 어떤 

상황과 위치 그리고 붙잡을 밧줄도 찾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베풀 수단이 

없을 때 인간은 주님이 절 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상황에서 주

님의 필요를 포기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되고 결국 멸망하게 된

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에게 베풀어지는 모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그러므로 괴

로움이 있을 때 너희가 도움을 청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 (수라트 알‐나흘 

16:53)

사람들이여 하나님을 필요로 한 자는 너희들이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자

족하신 분이시며 모든 찬양을 홀로 받으실 분이시니라 (수라트 파티르 35:15)

이바다에 완벽한 사람

이바다에 가장 완벽한 인간들은 예언자들과 사도들로 이분들에게는 하나님

의 축복과 평화가 내려질 것이다. 이분들은 하나님에 한 지식을 비롯하여 그

분의 명칭과 속성, 그분의 행위와 보물, 그분의 보상과 징벌에 관한 온전한 지식

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함에 가장 훌륭한 분들이

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분들에게 은총을 크게 베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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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를 위해 이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이분들은 사도의 자격과 특별한 우부

디야, 즉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숭배 임무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를 위한 진리를 확신하는 진실한 신앙인들

이 이분들의 뒤를 이었다. 이들 역시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고 수행하

다. 그 다음에는 진리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이있었고

희생자들이 있었으며 바른 길을 걸었던 의로운 자들이 있었다. 가장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문들은 원하는 자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

의 말씀이다.

누구든 하나님과 사도에게 복종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예언자

들과 성인들과 순교자들과 정직한 사람들의 열에 설 것이니라 그리하여 그들

은 훌륭한 그들의 동반자가 될 것이니라 (수라트 알‐니싸 4:69)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권리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인간에 한 하나님의 권리는 인간으로부터 온전한  

숭배를 받을 권리다. 어느 것에도 비유되지 않고 견주지 않고 연계시키지 않는 

숭배다. 모두가 그분에게 복종해야 한다. 거역해서는 안 된다. 항상 그분을 생각하

고 있어야 한다. 잊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분께서 베푼 은혜에 항상 감사해야 한

다. 그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된다. 그러나 부족함을 지니고 태어난 자와, 알지 못

했던 자와  태만과 소홀로 인하여 그렇게 할 없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 우리

는 하나님의 관용을 간구하고 그분에게 우리가 저지른 잘못과 죄를 회개하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지상에 있는 자와 하늘에 있는 자에게 벌을 내리신다면 그 벌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그 두 곳은 그분의 왕국이기 때문이다. 만

일 그분께서 그 곳의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면 그들이 행한 것 이상으로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 베푸실 것이다. 그분은 자비로운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

은 자신의 의무가 아닌데도 그들에게 베푸시는 분이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무아즈 빈 자발이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어느 날 나는 우파이르(ufayr)라 불리는 당나귀를 예언자와 함께 타고 길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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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에 예언자께서 말씀하시길, “무아즈, 인간에 한 하나님의 권리와 하나님

에 한 인간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이 질문에 나는 이렇게 답했습

니다. “그에 관한 답은 하나님과 그분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예언자께서 말씀

하시길, “인간에 한 하나님의 권리는 그분만이 인간으로부터숭배 받을 자격

을 가지신 분이시지요. 그분 외의 것은 그 어떤 것도 그분에게 비유될 수도 없고 

연계 될 수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에 한 인간의권리는 그분에게 

그 어떤 것도 연계시키지 않고 비유하지 않는 인간은 그분의 벌을 받지 않는다

는 권리이지요.”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알라하나님의 사

도여, 이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아도 될까요?” 예언자께서 말

씀하시길, “그 좋은 소식을 알리지 말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단지 그것에만 의지

할 거예요.”10)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자
신의 행위에 의해 구원될 자는 아무도 없지요.”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질문

을 하 습니다. “하나님의 사도 당신까지도 말입니까?” 이에 예언자께서 답하

시길,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비로 나를 감싸주지 아니하시면 나도 마찬가지에

요. 그러니 당신은 적절하게 행동해야 합니다.”11) 

우부디야의 완성

1)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의 역할은 다섯 가지 기본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계명에 복종하는 것이요, 금지된 것을 멀리하는 것이요, 받은 축복에 해 

감사하는 것이요, 죄를 지었을 때 용서를 비는 것이요, 계명에 복종하면서, 재앙을 

극복하면서,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노력할 때 인내하는 것이다. 이 다섯 가지 원

칙의 의무를 다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현세와 내세에서 그를 행복하게 만

들어 주실 것이다.

2)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시련을 주시기도 하고 인간을 시험하시기도

10)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2856)  and Muslim  (no.  30).  The Wording  is  that  of
Muslimʹs.

11)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no.  5673)  and Muslim(no.  2816).  The Wording  is  that  of 
Muslimʹ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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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신다. 인간의 인내심과 신앙심을 시험하여 망하지 않고 벌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한 인간의 숭배를 받아야 하는 분이시다. 인
간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도 그렇고 기쁠 때도 그렇다. 인간이 싫어하는 일이나 

좋아하는 일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다수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

에 있을 때만 신앙심을 보인다. 그러나 싫어하는 일에 있을 때 신앙심을 보이는 것

도 중요하다.

극히 혹독한 열사 기후에서 찬물로 씻는 우두(udu)도 신앙이요, 극히 혹독한 

추운 기후에서 차가운 물로 우두하는 것도 신앙이며, 배우자와 부부관계를 갖는 

것도 신앙이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에 따라 저질 수 있는 죄

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신앙이요, 배고픔을 참고 나쁜 일을 자제하는 것도 

신앙이다. 그러나 두 가지 신앙에는 차이가 있다.

기쁠 때나 어려울 때, 바람직스러운 상황이나 바람직스럽지 못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두 가지 신앙을 실천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는 

주님의 종들의 구성원들이다. 그의 적은 그를 제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왜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로는 사탄들이 그에게 향

을 미칠 수도 있다.

인간은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때로는 음탕한 욕망 때문에, 때로는 분노 때문

에 시련에 직면한다. 이 세 가지 통로의 문을 통해 사탄이 인간에게 들어온다. 알

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음탕한 욕망을 허용하여 사탄으로 하여금 이 욕망을

지배하도록 허용하 다. 그 인간이 사탄을 따르는지 아니면 주님께 복종하는지를

알기위해서이다. 그래서 우부디야 신앙의 선택은 인간의 몫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악과 선으로 시험할 것이니라 그리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니라 

(수라트 알‐안비야 21:35)

3)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 계명을 내려 인간의 혼으로 하여금 그 인

간에게 명령을 내리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그분께서 사

랑하시는 믿음을 완성하도록 하셨다. 인간이 자신이 좋아하는 재물과 욕망의 

충족을 완성하고자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복종이나선

행 등 당신이 사랑하는 여려 가지 것들로 가득 채우셨고, 인간이 가장 좋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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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천국의 다양한 축복들로 내세를 가득 채우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세를 위한 일들을 원하시고 계신다. 인간의 혼이 

이 세상을 위한 일들을 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만, 즉 믿음이 구원의 길

이요 그것으로 거짓과 위선과 죄악에 빛을 비추는 등 이다. 이것이 인간을 위한

시험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믿습이다 라고만 하면 시험을 받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느뇨 나

는 이미 이전의 사람들을 시험하 듯이 진실을 말하는 자와 거짓을 말하는 자들

을 구분할 것이니라 (수라트 알‐안카부트 29:2‐3)

저도 모든 비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을 때 인간은 죄악

에 물들기 쉽기 때문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관 하시고 가장 자비스러

운 분이십니다 (수라트 요셉 12:53)  

우부디야에 대한 해석

땅은 달콤한 것이든 쓴 것이든 뿌리고 심으면 받아들인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

간의 본성인 피트라(fitrah)라는 땅도 그곳에 뿌려지고 심어지면 환 하고 받아들

인다.  그래서 타우히드(tawhid)와 이만(iman)과 따끄와(taqwa)라는 나무들을 

인간의 마음에 심으면 달콤함과 천국을 수확하게 된다.
  가장 중요한 지식은 주님을 알게 해주고, 그분에 한 의무가 무엇인지를 깨

우쳐주고, 그분에 해 모르고 있던 것을 인식하게 해주고, 게을리 했던 것을 실

천하게 하여주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우쳐주고, 소홀이 했던 하나님의 권리가 무

엇인지를 일깨워주고, 그분에 하여 잘못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는 명령받은 바른 길을 걸을지니 그 를 따라 회개하는 자들도 마찬가지

라 그리고는 죄를 짓지 말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행하는 것들을 지켜보고

계시니라 (수라트 후드 11:112)

여기에 진실한 학자가 있다.  진정한 인간이 있고 진정한 이슬람법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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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aqih)가 있다. 만일 그가 좋은 일을 한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는 축

복을 볼 것이요 만일 그분께서 그의 업적을 수락한다면 그는 또 다른 축복을 받

을 것이다. 만일 그분께서 그 업적을 늘려주시면 그는 세 번째의 축복을 받을 것

이다. 그런데 만일 그분께서 그의 행위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의 행위가 통치권

자요 절 자이시며 가장 강력한 분을 위해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그가 나쁜 짓을 한다면 그는 주님께서는 그를 돌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 만일 그분께서 그가 저지른 죄의 가로 그에게 벌을 

내리신다면 그는 그분의 정의를 알게 될 것이다. 만일 그분께서 그를 벌하지 아니

하신다면 그는 그분의 은혜를 볼 것이요, 만일 그분께서 그를 용서하신다면 그것

은 그분의 순수한 은총과 자비 때문이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모두가 

진리이시고 통치권자이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독자들도 그분의 종들로 존재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여

러분을 존재케 하신 창조주이시고, 당신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자이시고, 당신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그분의 종들이다. 만일 그분

께서 원하시면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요, 만일 그분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면 주지 

않을 것이요, 만일 그분께서 원하시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줄 것이요 원하지 

아니하신다면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만일 그분께서 원하신다면 여러분을 안내하여 주실 것이요 원하지 아니하신

다면 여러분을 방황하게 만들 것이다. 만일 그분께서 원하신다면 여러분을 살아 

있도록 할 것이며 원하지 아니하신다면 여러분이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실 것이

다. 절 자이고 가장 자비로운 분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지혜와 자비로 그분

이원하시는 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은 신법적으로 그분의 종이다.그러므로 그분께서 제정하신 법에 근거

하여 그분을 숭배해야 한다. 그분의 계명에 따라 행동하고 그분께서 금기한 것

을 피해야 한다. 그리고 현세와 내세에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데 그분을 필요로 하는 것은 두 종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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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그분의 종이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존재하

려 해도 그분이 필요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함에도 그분이 필요하고,  비하여 생

존하려 해도 그분이 필요하다.
둘째: 선택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 이것은 두 가지 지식에서 오는 열매다. 주

님에 한 지식과 자신에 한 지식이다. 주님께서는 절 적이고 자족하시는 분

이라는 것을 아는 자는 자신이 그분을 절 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따라서 자신이 주님을 만날 때까지 신앙의 문에 매달린다. 다음은 이와 관

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들이여 하나님을 필요로 한 자는 너희들이니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족하신 분이시며 모든 찬양을 홀로 받으실 분이시니라 (수라트 

파티르 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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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쉬르크(shirk)

쉬르크

쉬르크(shirk)란 하나님의 주권(rububiyyah)이나 그분의 신성

(uluhiyyah), 혹은 그분의 명칭과 속성(asma wa sifat)에 어떤 것을 비유하거나 

연계하거나 견주는 행위를 일컫는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한 창조주 혹은 조력

자가 있다고 믿는 자를 가리켜 무쉬리크(mushrik)라 한다. 하나님 외에도 숭배 

받을 어느 누가 있다고 믿는 자도 무쉬리크(mushrik)라 하고, 하나님의 명칭과 

속성에서 그분과 등등한 것이 있다고 믿는 자 역시 무쉬리크(mushrik)이
라 부른다.

쉬르크의 위험

1) 쉬르크 행위는 큰 죄가 된다. 하나님의 절 적 권리인 타우히드를 침해

하기 때문이다. 타우히드는 가장 올바른 정의이며 쉬르크는 가장 큰 죄이자 가

장 혐오스러운 범죄다. 왜냐하면 온 누리의 주님을 모욕하고 그분만이 가질 수 있

는 절 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쉬르크의 위험 때문에 무쉬

리크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떤 것을 하나님께 견주하려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

지 아니하시나 그 외의 잘못에 해서는 그분의 뜻에 따라 용서하시느니라 하나

님께 어떤 것을 연계하려 하는 자는 큰 죄를 짓는 것이니라 (수라트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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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싸 4:48)

2) 쉬르크 행위는 가장 큰 죄가 된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는 자는

바르지 못한 것에 숭배하는 것이 되고, 숭배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에 숭배하는 

행위가 되고, 큰 죄가 되고 가증스런 범죄가 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실로 사신을 섬기는 것은 큰 죄악이니라 (수라트 루끄만 31:13)

3) 쉬르크는 모든 행위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들고 멸망과 파괴로 유도한

다.다음은 가장 큰 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이전에도 그랬듯이 이미 그 에게도 계시가 내려졌노라 만일 그 가 알

라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것들을 섬긴다면 그 의 일은 헛수고가 되어 모든 것을

상실하는 자 서열에 있게 될 것이니라 (수라트 알‐주마르 39:65)

그러니 하나님만을 섬기며 감사하는 자가 되라 (수라트 알‐주마르 39:66)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예언

자께서 세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가장 큰 죄가 되는지 여러분에게 알려

줄까요?” 그러자 그들이 답했습니다. “예, 사도님” 그러자 사도께서 이렇게 말

씀하셨습니다. “쉬르크 행위와 부모에 한 불효이지요.”라고 말씀하신 후 기

고 있던 자세에서 일어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증언하는 것도 마

찬가지이지요.” 사도께서 계속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면 하고 바랬습니다.12) 

쉬르크의 혐오스러운 특징

하나님께서는 꾸란을 통하여 쉬르크의 혐오스러운 네 가지 특징을 말씀하셨

습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12)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no.  2654)  and  Muslim(no.  87).  The  Wording  is  that  of
Bukhariʹ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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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것을 하나님께 견주하려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나 그 외에는 당신의 뜻에 따라 용서하시느니라 하나님께 어떤 것을 연

계하려 하는 자는 큰 죄를 짓는 것이니라 (수라트 알‐니싸 4:48)

하나님께 어떤 것을 견주려 하는 자는 크게 방황한 자들이니라 (수라트 알‐
니싸 4:116)

실로 누구든 하나님께 다른 것을 비유하는 자가 있다면 그분께서는 그에게 

천국을 금지하고 불지옥을 그의 안식처로 하시니라 그리고 그 죄인들에게는 어

떤 구원자도 없느니라 (수라트 알‐마이다 5:72)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는 하늘 높은 곳에서 떨어지며 그때 새들이 그를 쪼

아먹어버리거나 바람이 그를 먼 곳으로 날려 버릴 것이니라 (수라트 알‐즈 22:31)

쉬르크 행위자에 대한 징벌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서의 백성들 중에서 진리를 거역한 자들과 다신교를 믿는 자들은 불지옥에 

떨어져 그곳에 머물게 될 것이니 그들은 가장 비참한 피조물들이라 (수라트 알‐바
이이나 98:6)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압둘라 빈 마스우드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

이다.  “하나님께 대등한 존재를 두어 그것을 경배하면서 죽은 자는 불지옥에 들어

갈 것입니다.”13)

쉬르크의 바탕

쉬르크와 그것의 바탕과 뿌리는 하나님 외의 다른 것과의 연루관계에서 

13)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no.  4497)  and  Muslim(no.  92).  The  Wording  is  that  of
Bukhariʹ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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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된다. 그래서 하나님 외의 다른 것과 관계를 가진 자는 자신과 관계를 맺은 

그것에 의존하게 된다. 그것이 그를 벌하고, 그것이 그를 버리고, 그것이 그를 기

쁘게 하고, 그것 외에는 아무도 그를 도와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과 함께 사신을 두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멸시와 버림을 받

을 것이니라 (수라트 알‐이스라 17:22)

쉬르크에 대한 해석

하나님의 명칭 및 속성과 관련한 쉬르크 행위, 그분의 법과 관련한 쉬르크 행

위, 그분에 한 숭배와 관련한 쉬르크 행위는 모두가 쉬르크다. 첫 번째는 루부

비야와 관련한 쉬르크가 있고, 두 번째는 복종과 관련한 쉬르크가 있으며, 세 번

째는 숭배와 관련한 쉬르크가 있다. 

하나님은 주님이시며, 가장 높이 계시는 분이시며, 가장 위 한 분이시

며, 통치권자이시며, 홀로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분에게 비유되거나 

연계되거나 견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러므로 신법을 제정할 권리는 오

직 그분에게만 있고 따라서 숭배 받을 권한도 오직 그분에게만 있다.

  신법에 한 쉬르크 행위는 숭배 받을 권한에 한 쉬르크 행위와 같다. 그러

므로 이 두 가지 쉬르크 행위는 이슬람에서 벗어난 큰 죄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숭

배 받을 권리는 오직 그분에게만 있고 그분에게 연계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님을 만나고자 원하는 자는 선을 행하고 주님을 경배할 때에는 어떤 무엇에

게도 비유하거나 연계시키지 말라 하셨느니라 (수라트 알‐카흐프 18:110)

  마찬가지로 신법은 오로지 하나님의 유일한 권리다. 이에 하여 그분에게 

연계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의 모든 비 을 아시며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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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을  들으시기 때문이라 그들에게는 하나님 외에 보호자도 없으며 알

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법을 누구와도 연계시키지 아니하시니라 (수라트 알‐
카흐프 18:26)

하나님께서 내리신 신법에 다른 것을 연계시키는 자는 무쉬리크요 따라서 

그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다. 그분께서 제정한 법을 사탄의 부인 이블리스가 

그의 무리들의 입을 통하여 불신을 조장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

씀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제쳐두고 그들의 랍비들과 수사들을 그들의 주님으로 섬기

고 있노라 또한 하나님 외에는 어느 것도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마리아의 아

들 예수를 그들의 주님으로 경배하고 있느니라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알

라 하나님이시여 홀로 찬양과 광 받으소서 그들은 사신을 두고 있나이다 (수
라트 알‐타우바 9:31)

사탄을 숭배하는 것은 인간을 쉬르크와 불신으로 유인하는 사탄의 유혹을 

따르는 것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담의 자손들이여 내가 너희에게 사탄은 너희의 분명한 적이니 사탄을 숭배

하지 말라  나만을 숭배하라 이것이 바른 길이니라 (수라트 야씬 36:60‐61)

하나님의 법과 모순되는 인간이 제정한 이념과 법은 모두가 하나님 외의 다

른 것도 숭배할 수 있는 상들이다. 이것들로 판단을 하고, 이것들을 사랑하

고, 이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미워하는 것도 모두가 쉬르크이다. 다음

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한 종교를 만들어 하나님과 등한 거짓 

사신들을 두고 있느뇨 최후의 심판에 한 나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이미 

결정이 났을 것이니라 실로 죄인들에게는 가혹한 징벌이 준비되어 있느니라 (수
라트 알‐슈라 42:21)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사악한 행위요 이들은 불신자들이다. 만일 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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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법을 변경하고 사탄의 유혹을 따른다면 불신에 불신을 더하는 새로

운 형태의 불신이 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실로 성스러운 달을 연장함은 또 하나의 불신이며 이로 인하여 불신자들이 

잘못 인도되노라 한 해는 허락된 해로 하고 또 한 해는 금지된 해로 하여 하나님

께서 금기한 달과 일치시키고 하나님께서 금기한 것을 허락된 것으로 하니 그들

의 행위에 불행이 있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불신하는 백성을 인도하지 아니 

하시니라 (수라트 알‐타우바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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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쉬르크의 종류

큰 쉬르크(shirk akbar)와 작은 쉬르크(shirk asgar)

첫째: 큰 쉬르크란 하나님의 유일한 권리인 루부비야, 울루히야, 아스마 와 

시파트에 다른 것을 연계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 형태의 쉬르크는 이슬람을 

벗어난 행위요 모든 인간의 행위를 무의미 하게 만드는 것이며 자신의 생명과 재

산을 불결하게 만들어 이런 행위들에 한 회개가 없는 한 불지옥으로 유인하게 

만든다.
큰 쉬르크는 하나님에 한 숭배에 다른 것들을 연계시키는 것이다. 무덤에 

묻힌 자나 진(Jin) 혹은 사탄 등을 위해 실시하는 가축 도살이나 맹세는 쉬르크

다. 하나님 외에는 불가능한 것을 그분 외에 어떤 것에 간구하는 행위도 쉬르

크다. 재물의 축족을 위한 간구, 병을 치료하여 달라는 간구, 무덤에 묻힌 성인이

나 의인에게 혹은 나무나 돌 등으로 만들어진 우상들에게 필요한 일을 들어달라거

나 비를 내려달라는 등의 요청 등은 하나님 이외의 존재들에 부탁하는 요청으로 이

것은 쉬르크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누구든 하나님께 다른 것을 비유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천국을 금지하고 불지옥을 그의 안식처로 하시니라 그리고 그 죄인들에게는 어

떤 구원자도 없느니라 (수라트 알‐마이다 5:72)

쉬르크의 다양한 종류

1) 공포와 관련된 쉬르크

하나님 외의 우상이나 동상, 또는 폭군이나 죽은 자, 또는 보이지 않는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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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인간이 자신을 해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는 행위도 쉬르크다. 두려움은 

종교에서 가장 높은 등급에 속한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두려움을 연

계시킨 자는 큰 쉬르크를 범한 것이 되고 따라서 그것은 인간을 멸망의 길로 유

인하는 사탄의 무기가 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들 무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오직 사탄뿐이라고 믿는 자라면  그들을 두려

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것이니라 (수라트 아알 이므란 3:175)

2) 의지 및 의탁과 관련된 쉬르크

매사에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에게 의지하거나 의탁하는 행위는

가장 중요한 이바다, 즉 신앙생활의 한 형태로 의지와 의탁은 반드시 하나님에

게만 해야 한다. 그래서 그분 외의 무능력한 다른 것에 의지하거나 의탁하는 것

은 쉬르크다. 즉 해악을 쫓고, 유익한 것을 얻고, 일용할 양식을 얻으려고 고인이

나현존하지 않는 것에 의지의탁 하는 것은 쉬르크를 범한 것이 된다. 다음은 이

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의탁하라 하셨느니라 (수라트 알‐마이다 5:23)

3) 사랑과 관련된 쉬르크

하나님에 한 완벽한 겸손과 완벽한 복종이 그분에 한 진정한 사랑이

다. 이 사랑은 진실해야 한다. 그분과 연계하여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사

랑이 아니다. 그래서 그분 외에 다른 사람을 그분처럼 사랑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그분 외의 다른 것을 사랑의 경쟁자로 삼는 것이 된다. 이것은 가장 큰 쉬르크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제쳐두고 우상들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노라 그들

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것들을 사랑하나 믿는 자들의 하나님

에 대한 사랑은 (그 어떤 종류의 사랑보다) 더 크도다 (수라트 알‐바까라 2:165)

4)복종과 관련된 쉬르크

  복종과 관련된 쉬르크는 하나님께서 금기한 것을 할랄로 해석하고 허락

한 것을 하람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을 비롯한 통치자들, 지도자들을 따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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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래서 그들을 따르고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법과 법제화와 

금지법에 그들을 연계시키는 행위로 이것은 가장 큰 쉬르크다. 다음은 이와 관

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제쳐두고 그들의 랍비들과 수사들을 그들의 주님으로 섬기

고 있노라 또한 하나님 외에는 어느 것도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마리아의 아

들 예수를 그들의 주님으로 경배하고 있느니라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알

라 하나님이여 홀로 찬양과 광 받으소서 그들은 사신을 두고 있나이다 (수라

트 알‐타우바 9:31)

위선(nifaaq)의 종류

위선은 두 종류가 있다. 
첫째: 믿는 척 하는 큰 위선이 있는데 겉으로는 이슬람을 믿는 것처럼 행동하면

서 내면으로 불신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불신자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죽었을 경우 불지옥에서 가장  낮은 밑바닥에 있게 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알

라하나님의 말씀이다.

위선자들이야 말로 불지옥의 마지막 하층에 있게 되나니 그 는 그들을 위

해 어떤 구원자도 발견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회개하고 개선하여 하나님의 동아

줄을 잡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는 믿는 자들과 함께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커다란 보상을 주실 것이니라 (수라트 알‐니싸아 4:145‐146)

둘째: 작은 위선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위선이다. 이런 사람은 이슬람에서 

벗어난 자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므로 큰 

위선으로 발전하기 전에 회개해야 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압둘라 빈 아므

르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다음 네가지 기질 중의 일부를 지닌 자

는 그것을 버릴 때까지 위선의 기질을 소유한 것이 되니 : 믿고 신뢰했는데 배

반하고, 말할 때 거짓말 하고, 약속을 하고서 깨뜨리고, 다툴 때 무례하고 모욕

적인 언행을 일삼는 것이지요.”14)

둘째: 작은 쉬르크는 입법자가 쉬르크로 부르고 있는 것으로 큰 쉬르크 수준에 

14)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no. 34) and Muslim(no. 58). The Wording is that of Bukhariʹ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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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지 않고 타우히드를 희석시키는 것이다. 이슬람에서 이탈하게 하지는 않지만 

큰 쉬르크에 이르는 길이 된다. 이 쉬르크에 빠지는 것은 유일신론자(muwahhid)
를 이탈하는 죄를 짓는 자가 되며 그의 생명과 재산은 신성하지 않게 된다.

큰 쉬르크는 모든 행위를 무의미하게 만들지만 작은 쉬르크는 그 쉬르크가 포

함된 특정 행위만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꾸란에 언급된 쉬르크는 모두 큰 쉬르크의 의미로 언급되었다. 그러나 작은 쉬르

크는 순나에 자주 언급되어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말씀이다.

말하라 실로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운명을 타고난 한 인간에 불과하니라 그

러나 나는 하나님은 단 한 분이라는 계시를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주님을만나

고자 원하는 자는 선을 행하고 주님을 경배할 때에는 어느 무엇과도 비유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수라트 알‐카흐프 18:110)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다. 예언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높이 계시

고 가장 훌륭한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어떤 동반자도 필요가 없는 유일

한 존재이니라. 그러므로 나 외의 다른 것, 즉 사신과 함께 하는 행위를 하는 자

가 있다면 나는 그와 그의 쉬르크를 버릴 것이니라.’”15)

작은 쉬르크의 종류

첫째: 마음의 신앙과 관련된 작은 쉬르크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리야(riya)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좋은 일을 밖으로 들어내고 미화하여 사

람들로 하여금 그를 위 하게 보고 과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위선은 

다양하다. 학자나 법률가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한 그럴듯한 언변, 신앙에 충실한 

것처럼 보이기 위한 외적 행동이나 용감한 척 또는 관 한 척 하는 행위, 고행자처

럼 보이기 위한 외모와 옷차림 같은 것이 작은 쉬르크다. 이런 형태의 위선은 금지

된 것으로 모든 행위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15) Narrated by Muslim (no. 2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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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세적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한 행위로 전리품을 취득할 목적으로 참전하

는 것, 돈을 벌기 위해 하지(hajj)를 가는 것, 사회적 신분을 위한 이슬람 지식을 추

구하는 행위들이다.

3)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위다. 하나님을 외면한 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만 매달리는 것으로 여기에 빠지면 큰 쉬르크가 된

다. 하나님께서는 유익함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해악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믿

으면서 수단과 방법에 빠지면 작은 쉬르크가 된다. 그러므로 마음은 반드시 알

라하나님께 의존하면서 몸으로 수단과 방법을 수행해야 한다.

4) 어떤 것을 보거나, 어떤 것을 들으며, 또는 어떤 장소에서, 또는 어느 시간에

있을 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징조를 믿는 행위다. 그래서 자제하려고 했던 것을 행

하고, 행하려고 했던 것을 자제하는 것은 불길한 징조를 믿는 것이 되어 작은 쉬르

크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좋은 징조에 한 믿음은 예외다. 

둘째: 신체 활동에도 작은 쉬르크가 있는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다음과 같

은 것이 거기에 해당된다. 부적과 관련한 쉬르크; 악귀를 쫓거나 시련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어린인, 환자, 동물에 부적을 매놓거나 매달아 놓은 행위를 말한다. 이와 

같은 부적행위가 자신이 바라는 어떤 유익함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

것은 큰 쉬르크다. 만일 하나님만이 유익함을 가져다주고 치료하여 주는 분이라

고 믿으면서 악귀를 쫓아달라는 마음을 부적과 연계하고 있으면 이것은 작은 쉬

르크다. 

셋째: 언어생활과 관련된 작은 쉬르크는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다음과 같

은 언행이 이에 해당된다.

1)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맹세하는 행위가 있다. 만일 그 맹세가

하나님께 맹서하는 것처럼 한다거나 또는 맹세의 상에 그 보다 더한 존경을 

보낸다면 그것은 큰 쉬르크이며 그렇지 않거나 그보다 낮을 경우에는 작은 쉬르

크가 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우마르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 

하나님 외의 다른 것에 맹세하는 것은 쉬르크로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지요.”16)

16) Authentic;  narrated  by Abu Dawood(no.  3251)  and Tirmizi(no.  1535). The wording  is  that  of 
Tirmiziʹ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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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나님과 피조물을 동등한 관계로 볼 수 있는 ‘그리고’로 표현하는 것은

작은 쉬르크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리고’ 당신이 원하다면” 이
라는 언행이나, “나에게는 하나님과 ‘그리고’ 당신밖에 없어” 이러한 언행은 큰 

쉬르크다. 만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인간은 단순히 일을 맡

는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작은 쉬르크다. 
다음은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원하

시고 그리고 누가 원한다면 이라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런 후’ 누
가 원한다면 이라고 말하시오.”17)

3) 별들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한다든지, 비 내리는 것을 별들과 연계시키는 행

위는 쉬르크다. 비를 내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별들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큰 쉬르크이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하시나 별로 하여금 비를 내리는 

원인을 만든다고 믿는 다면 그것은 작은 쉬르크다. 왜냐하면 원인이 아닌 것을 원

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4) 압두(Abdu; 종, 종복)라는 단어와 합성하여 작명할 때 하나님의 이름과 속

성 이외의 다른 단어를 합성하는 것은 작은 쉬르크가 된다. 예를 들어 사도의 종

이라는 뜻의 압두 라술(Abdu al‐Rasul)이나 카으바의 종이란 뜻의 압두 카으바

(Abdu Kaʹbah) 같은 이름이다. 
작은 쉬르크는 마음의 상황에 따라 큰 쉬르크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무슬림

은 쉬르크에 주의해야 한다. 큰 쉬르크나 작은 쉬르크 할 것 없이 경계해야 한다.  
왜냐하면 쉬르크는 큰 죄가 되고 우주만물의 주님을 불쾌하게 하기 때문이다. 다
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루끄만이 그의 아들에게 훈계한 것을 상기하라 아들아 하나님께 비유하

여 사신을 섬기지 말라 실로 사신을 섬기는 것은 큰 죄이니라(수라트 루끄

만 31:13)

17) Authentic; narrated by Ahmad(no. 2354) and Abu Dawood(no. 4980). The wording is that of Abu
Dawoodʹ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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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행과 관련한 쉬르크

언행과 관련한 큰 쉬르크와 작은 쉬르크가 빈번히 일어난다. 작은 쉬르크는 

마음과 관련이 많다. 이것은 타우히드를 부정하거나 타우히드의 순수성을 혼란

시킨다. 이슬람법은 이에 하여 경고하고 있는데 경고 상은 다음과 같은 것

들이 있다.

1) 악귀를 쫓아내거나 불운을 막을 의도로 반지를 착용한다거나 실타래를 달

아놓는 행위로 이것은 쉬르크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의 것에 집착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2) 악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린이에게 구슬이나 뼈, 혹은 글을 써 넣은 부

적을 걸어놓는 행위로 이것은 쉬르크다. 왜냐하면 이것 역시 하나님 외의 것에 

집착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3) 새, 동물, 사람, 장소, 날짜, 색깔에 한 어떤 징조를 믿는 행위로 이것은

쉬르크다. 하나님 외에는 스스로 유익함이나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아무런 힘을 

갖고 있지 않은 것에 집착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해악은 사탄의 속삭임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의 의탁을 부정하는 행위다.

4) 나무나 돌, 유적이나 무덤에게 축복을 간구하는 행위로 이것은 쉬르크다.
이러한 것에 축복을 간구하고, 소망을 빌면서 이러한 것들을 믿는 것은 분명한 

쉬르크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의 것에 축복을 간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외의 이러한 것들이 향력을 행사한다고 믿는다면 이것은 큰 쉬르

크가 된다. 그러나 향에 단순한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독자적인 향력을 행

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작은 쉬르크다. 

5) 마술, 이것은 교모하게 숨겨진 행위다. 마술은 주문이나 마력, 언어구사로

순간 사람의 마음과 신체에 향을 미치고, 순간의 고통과 죽음의 원인이 되게 하

는 행위들로 이러한 것들은 사탄의 행위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술은 쉬

르크다. 하나님 외의 사탄에게 집착하는 행위이며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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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시계에 한 지식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려가지 형태의 마술 쇼가 사업을 목적으로 극장이나 무 에서 펼쳐지고 

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데 이것은 하람(haram)이며 돈을 낭비하면서까지 

이러한 마술 쇼 공연을 관람하고 감상하는 것도 하람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솔로몬이 이를 불신한 것은 아니었으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사탄들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마술을 가르쳤노라 (수라트 알‐바까라 2:102)

6) 점술이란 어느 날 지구촌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이라는 등의 불

가시계의 일을 말해주는 행위로 이것은 사탄의 행위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쉬르크다. 하나님 외의 다른 것에 집착하고 그것에 불가시계의 지식을 

하나님과 공유하게 하려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아부 후라이라가 전

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점술가나 예언가 또는 점쟁이에게 접근하여 그들이 말하는 것을 믿는 자는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것을 불신하는 것이지요.”18)

7) 점성술이란 지구촌의 사건들을 우주의 상황과 연계시켜 사건의 원인을 추

론하는 행위다. 길조와 흉조는 이 별에서 오고, 병과 죽음은 저 별에서 오고, 시장 

가격의 변화는 다른 별에서 온다고 믿는 행위로 이것은 큰 쉬르크다. 이러한 행

위는 불가시계의 지식을 하나님 외의 다른 것에서 찾으려 하고 그분에게 다른 

것을 연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천문학의 상으로서 별들의 위치를 연구하는 것, 즉 별들의 위치를 통해서 

방향(qiblah)을 알아내는 것은 이슬람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별

들과 관련한 징표들을 통해서 지상의 사건들을 알아내는 것, 예를 들어 사풍이 불

어올 수 있는 시기나 비가 올 수 있는 시기를 추측하는 일이나 또는 더위와 추위

와 관련한 일기예보 또는 방향과 계절을 알아내는 것은 허용된다. 왜냐하면 하

나님께서 모든 것 각각에 관련된 징조를 두셨기 때문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알

라하나님의 말씀이다.

18) Authetic;  narrated  by Hakim(no.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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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표들과 별들을 두어 사람들로 하여금 방향을 안내받도록 하셨느니라 (수라

트 알‐나흘 16:16)  

8) 별들이 뜨고 질 때를 맞아 비를 내리게 하여 달라는 행위는 쉬르크다. 이 별

덕분에 또는 저 별 덕분에 비가 내렸다고 말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비가 오는 

것을 하나님이 아닌 별들에게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비가 오고 오지 않는 것

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별이나 인간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9) 축복을 하나님 외의 다른 것으로 돌리는 행위는 쉬르크다. 현세와 축복과

내세의 축복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축복을 그분 외의 다

른 것으로 돌리는 자는 불신과 쉬르크를 범한 것이 된다. 재물을 얻는 축복, 질병

으로부터 건강을 회복하는 축복, 육로나 바다 또는 비행기를 타고 무사히 여행을 

마쳤을 때 그 축복을 운전수나 항해사 또는 조종사에게로 돌리는 행위,  정부의 

지원으로 축복을 받고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이 축복이 정부나 개인 또는 특정 인

물이나 어떤 좋은 계획 덕분으로 돌리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무슬림은 

모든 축복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돌리고 그 축복들에 관하여 그분에게 감사해야 

한다. 일부 사람들의 손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성공할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없

는, 유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단순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다음

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에게 베풀어지는 모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그러므로 괴

로움이 있을 때 너희가 도움을 청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니라 (수라트 알‐나흘 

16:53)

이미지 메이크는 하나님과 연계한 쉬르크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

  살아 있는 것을 촬 하는 것은 하람이다. 그것은 큰 죄 가운데 하나다. 과거

에도 그랬지만 현재도 종교와 도덕을 부패시키는 데 큰 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

이다.
옛 시 에 있어서의 사진은 지구촌에서 발생한 첫 번째 불신의 원인이었다. 예

언자 노아 시절 올바르고 훌륭했던 사람들, 즉 왓드(wadd), 수와(suwa), 야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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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ghuth), 야우끄(yaʹuq), 나스라(nasra)를 상으로 해서 좋은 의도로 초상화

를 만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훌륭한 신앙적 업적을 상기하면서 그들의 훌

륭한 신앙생활을 모델로 삼도록 하 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고 그들을 숭배하기 시작하 다. 이로 인하여 지구촌에서 저질러진 

타우히드에 한 첫 번째 죄는 초상화를 두면서부터 시작되었다.  
현 에 들어와서도 사진은 종교의 부패와 윤리의 비하, 풍기문란의 확산, 고상

한 예절을 파괴하는 원인이 되었다. 여성 나체 사진들이 전시되면서 남성의 성적 

본능을 자극하고 흥분시켜 종교와 도덕과 윤리를 파괴하고 있다. 이러한 불행이 

널리 확산되고 퍼져나가면서 종교와 윤리에 역행하는 죄와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유익함을 성취하기 전에 악을 퇴치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금지된 하

람으로 유인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람이다. 이미 금지된 것인데 금지된 어떤 것으

로 유도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진사들을 저주하셨는가?  그분

께서는 사진사들에게 가장 가혹한 징벌을 경고하지 않았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모독하고 사도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지 않는가?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

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자는 누구든지 불지옥에 들어가 그곳에서 기거하며 고통스러운 운명을 맞게 되니

라 (수라트 알‐니싸아 4:14)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이븐 마스우드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부활의 날 가장 가혹한 벌을 받고 불지옥에 들어갈 자들은 바로 사진사들이

지요.”19)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알
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의 피조물처럼 무엇인가를 만들려하는 자보다 부

정한 자가 누구이뇨? 그들로 하여금 가장 작은 개미 한 마리 혹은  한 알이나 보

리 한 알을 만들어 보도록 하라.’”20)

19)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no.  5950)  and Muslim(no.  2109)  The Wording  is  that  of
Muslimʹs.

20)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no.  7559)  and  Muslim(no.  2111).  The  Wording  is  that 
of  Bukhariʹ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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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드아(bid'ah)

비드아에 대한 해석

비드아(bidʹah; 이설)는 하나님을 경배할 목적으로 실천하거나 혹은 실천을 포기

하는 언행 중에서 그 정당성을 입증할 종교적 근거가 없는 모든 언행을 일컫는다.

비드아의 세 영역

첫째: 교리와 관련한 비드아가 있다. 하나님과 사도께서 알려준 것과는 다르

게 믿는 것을 말한다. 무마씰라(mumathilah; 하나님을 피조물에 비유하는 

것), 무아띨라(muatilah; 하나님의 속성을 부정하는 것), 누파툴 까다르

(nufat al‐qadar;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운명을 부정하는 것)와 같은 비드아가있

고, 계시를 멀리하고 인간의 이성에 의존하는 비드아, 우주 관리에 한 권한

이성인에게 있다는 비드아도 있다.

둘째: 행위와 관련한 비드아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한 것이 아닌 것

으로 그분을 숭배하는 행위다. 하나님으로부터 제정되지 않은 숭배 행위, 하나님

으로부터 제정된 숭배행위를 특정 시간에 증가 또는 추가하거나 감소하는 행

위, 하나님께 간구(tawassul)할 때 어떤 예언자나 특정 인물을 개입시키는 행위 

등이다. 이러한 형태의 비드아는 무덤 위에 건축물을 세우는 것,  무덤에 있는 고

인에게 기도하는 것, 그 위에 모스크를 건립하는 것, 하나님을 숭배한다는 이유를 

들어 잔치나 축제를 하는 행위가 있다.

셋째: 버리거나 포기하는 비드아가 있다. 이것은 허용된 것을 버리거나, 하나님께

서 제정한 숭배의 방법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결혼을 포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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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된 고기와 음식섭취를 하지 않는 행위 등이 있다. 

위에 열거된 모든 종류의 비드아는 잘못된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 하람이

다. 그러므로 그러한 비드아는 하나님께서 수락하지 않고 거절하신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한 종교를 만들어 하나님과 등한 거짓 

사신들을 두고 있느뇨 최후의 심판에 한 나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이미 

결정이 났을 것이니라 실로 죄인들에게는 가혹한 징벌이 준비되어 있느니라 (수
라트 알‐슈라 42:21)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이샤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우리에게 

있지도 않은 어떤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거절될 것입니다.”21)

왈라(al-wala')와 바라(al-bara')에 대한 해석

왈라(al-wala')

  왈라는 믿는 자를 사랑하고 돕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을 말한다.

바라(al-bara')

‘바라’란 믿음과 관련하여 불신자에게 먼저 충고하고 경고한 후 믿음을 거부

할 경우 그와 거리를 두고 멀리하는 것이다.

왈라는 하나님과 그분께서 제정한 종교와 그분의 사도들과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사랑한다는 하나의 암시다. 한편 바라는 거짓과 위선 그리고 그것을 추

종하는 자들을 싫어한다는 암시다. 왈라와 바라는 타우히드 문구에 한 준수에

서 비롯된다.  이것은 타우히드와 이만,  복종과 타끄와,  왈라(al‐walaʹ)와 바라

(al‐baraʹ)를 담고 있다.

21)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no.  2697)  and  Muslim(no.  1718).  The  Wording  is  that 
of  Bukhariʹ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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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에 한 믿음 그리고 쉬르크와 그것의 추종자들에 한 바라가 없으

면 현세와 내세에서의 안전은 확보되지 않는다. 왈라를 충족시키지 않고 그리고 

바라를 실천하지 않고는 타우히드 문구는 완전한 성공을 거둘 수 없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실로 너희의 보호자는 하나님과 사도와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세를 바치며 

엎드려 경배하는 자들이니라  하나님과 사도와 그리고 믿는 자들을 보호자로 삼

는 자들이 하나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그들이 바로 승리자들이니라 

(수라트 알‐마이다 5:55‐56)

아브라함과 그와 함께 한 자들의 교훈은 너희에게 하나의 좋은 귀감이 될 것

이니라 그들은 백성들을 향해 말하길 우리는 너희와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제

쳐두고 숭배한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가 믿는 것을 

믿지 아니하며 너희가 하나님만을 홀로 경배할 때까지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원히 적의와 증오가 생겨날 것이니라 (수라트 알‐뭄타히나 60:4)

왈라(al-wala')와 바라(al-bara')의 원리와 실천기준

타우히드 문구는 다음 사항에 있어 왈라(al‐walaʹ)와 바라(al‐baraʹ)를 필요로 

한다. 

첫째: 믿는 자에게 충실하고 불신자에게 충실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

을 준수하고 그분의 법에 따라 행동하고 그분을 믿으면서 타구트(taghut)를 불

신하는 것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는 자들이여 유 인들과 기독교인들을 친구로 그리고 보호자로써 삼지 말

라 그들은 서로가 친구들이니라 너희 중에 그들에게로 향하는 자 있다면 그는

그무리의 일원이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매한 백성들을 인도하지 아니 하시느니

라 (수라트 알‐마이다 5:44)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으로 심판하지 아니한 자들은 곧 불신자들이니라 

(알‐마이다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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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타우히드 문구(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무함마드

는 그분의 사도이십니다) 선서는 무슬림이 무슬림에 한 실질적 왈라 실천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며 동시에 국수주의, 민족주의, 애국심 같은 모든 형

태의 무지를 버려야 한다. 무슬림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슬림의 형제이고 무슬

림 국가는 전 세계 모든 무슬림의 가정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

이다. 

남자나 여자나 믿는 자들은 모두 서로가 서로를 위한 보호자들이라 그들은 

서로 선을 권유하고 악을 금하며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세를 바치며 하나님과 사

도에게 복종하노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니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강하시고 현명한 분이시니라 (수라트  알‐타우바9:71)

믿는 자들이여 너희의 아버지들과 형제들이 믿음 보다 불신을 택한다면 그

들을 보호자로 삼지 말라 그들을 보호자로 삼는 자는 누구든 우매한 자들이니라 

(수라트 알‐타우바 9:23)

셋째: 종교의식과 종교의 규범과 종교예절을 밖으로 드러나게 실천하는 것이

다. 덧붙여 무슬림은 하나님의 성서와 그분의 사도께서 남기신 전통을 준수한다

는 긍지와 보람을 느껴야 한다. 따라서 무슬림은 꾸란과 순나의 가르침에 위배

되는 이념이나 언행을 삼가야 한다. 또한 사람들이 기만당하지 않도록 무지의 

베일을 벗기고 그 무지의 허위를 폭로해야 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하라 실로 나의 예배와 내가 바치는 제물과 나의 생명과 나의 죽음은 만유

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위해서라 하나님께 대등한 존재란 없노라 그래서 나는 하

나님께 복종하는 첫 번째 신자가 되라는 명령을 받았느니라

 (수라트 알‐안암 6:162‐163)

넷째: 지구촌 어느 곳에 있는 무슬림이건 그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무슬

림은 그를 돕는 것이다. 무슬림은 형제이기 때문이다. 그가 어느 나라에 있든, 또
는 어떠한 환경에 있던 그와 함께 하면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말로 그를 돕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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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타우히드 다음으로 무슬림이 지켜야 할 가장 큰 의무는 하나님의 신자들을 

‐ 그들이 누구이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 돕고 사탄을 보호하는 자들에게는 ‐  그
들이 누구이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  항해야 한다. 이슬람 공동체 움마가 그렇

게 하지 않는다면 이슬람 움마는 유혹에 빠지게 되고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된

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음으로 이주하고 그들의 재산과 그들 스스로를 바쳐 하나님을 위해 싸운 자

들과 그들을 보호하여 주고 도와준 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한 보호자들이라 그

러나 믿음은 있으되 이주하지 아니한 자들에 해서는 그들이 이주할 때까지 너

희가 그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너희에게 종교에 관한 도

움을 청할 때는 그들을 도울 의무가 있으되 너희와 그들 사이에 계약이 있는백성

은 제외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느니라

(수라트 알‐안팔 8:72)

다섯째: 믿는 자들과 함께한 자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하나님의 승리가 다가

왔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불신자들을 포기하는 것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

님의 말씀이다.  

우리의 주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이라고 말한 것 하나로 부당하게 고향으

로부터 추방당한 자들이 있노라 만일 하나님의 보호가 없었더라면 불신자들이 지

배한 수도원도 교회들도 유 교 회당들도 하나님을 염원하는 성원들도 파괴되었

을 것이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돕는 자를 도우시니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강하시고 전능하시니라 내가 만약 이들에게 지상의 권력을 준다면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세를 바치며 바른 일을 행하고 악을 멀리할 것이니라 만사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느니라 (수라트 알‐핮핫 즈 22:40‐41)

의심할 바 없이 의로운 자들과 믿는 자들과 함께한 자들과 인내한 자들에게는 

가장 좋은 결과가 있게 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몇 년 안에 이전의 것과 이후의 것을 통치하시리니 그때 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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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들은 기뻐하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자에게 승리를 

안겨 주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하시고 가장 자비로운 분이시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나 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모르고 있느니라 (수라트 알‐로움 30:4‐6)

무슬림의 비무슬림 국가를 여행하는 규범

무슬림이 비무슬림 국가로 여행하는 것은 세 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 이슬람을 소개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야할 여행이 있다. 
둘째: 치료 혹은 사업목적으로 허용되는 여행이 있다.
셋째: 허용되지 않는 단순한 관광이나 오락을 목적으로 가는 여행이 있다. 

유혹과 위험에 빠질 수 있고, 불필요하게 불신자들이나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

며 시간과 돈을 낭비하기 때문이다.

학문을 목적으로 한 비무슬림 국가의 여행은 무슬림 국가에서 학문연구가 가

능하지 않고 비무슬림 국가의 어떤 특정분야의 학문이 필요할 때 허용된다. 이때

는 자신의 종교를 지키고 종교적 의식을 행함에 피해를 받지 않아야 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기간만 체류한 후 귀국해야 한다.
그 여행에서 시련이 있을 경우를 비하여 다음 세 가지를 갖추어야 한다. 이

슬람을 소개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고, 하나님의 계명을 수행할 수 있는 돈독한 

신앙심(taqwa)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께서 금기한 것을 피하면서 그 여행에 꼭 

필요한 것을 준비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한 자들과 함께할 지니라 (수라트 알‐
타우바 9:119)

바흐즈 빈 하킴이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그의 할아버지가 전한 예언자의 말씀

을 전하고 있다. “무슬림이 된 후 무쉬리크가 된다면 그가 무쉬리크들을 떠나 다

시 무슬림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의 어떤 행위도 받아들이지 않지요.”22)

22) Good: narrated by Ahmad (no. 20037) and Nasai (no. 2568). The wording is that of Nas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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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슬림 국가에서의 국적취득에 대한 해석

무슬림 국가에서 살고 있는 무슬림이 비무슬림 국가에서 국적을 취득하려는 

자는 세 경우가 있다.
1) 단지 어떤 현세적 이익만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국적취득을 하려는 자

다. 이련 경우 자신에게는 물론 아내와 자식들에게 위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2) 이슬람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적취득을 하려는 자다. 이 경우 그의

종교를 지키면서 유익한 지식을 탐구하기 위해 혹은 건전한 사업 활동을 위한 국

적취득이라면 이것은 권장사항이다.  

3) 어쩔 수 없는 상황, 즉 박해와 억압을 피하고 그의 종교와 생명에 한 위험

과 위협을 피하기 위한 비무슬림 국가의 국적취득은 허용된다. 이 경우 그의 종교

생활이 가능해야 한다. 명분과 목적이 달성될 때 본국으로 귀환해야 한다. 비무슬

림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무슬림은 그의 종교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

고 무슬림에 항하는 전쟁은 절 로 허용되지 않는다. 무슬림에 항하여 싸우

다가 무슬림을 살해하면 그는 죄인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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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슬람

이슬람(islam) 

타우히드를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복종을 통해서 그분께 자

신을 복종시키고, 쉬르크와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슬

람은 세 요소를 담고 있다. 이슬람(islam), 이만(iman), 이흐싼(ihsan)이 있는데 

각 요소는 각각의 기반을 갖고 있다.

이슬람이 인간에게 필요한 이유

현세와 내세에서 인간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슬람뿐이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음식이나 음료수 그리고 공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슬람

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이슬람이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은 계명을 준수해야만 한다. 각 인간은 두 종류의 행위, 즉 인간에게 

유익함을 안겨주는 행위와 인간을 해치는 행위 사이에서 살고 있다. 이슬람은 인

간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해가 되는 지를 설명해주고 추종하는 자들에게 

이중의 보상을 안겨주는 빛이다. 

이슬람(islam), 믿음(iman), 이흐싼(ihsan)의 차이점

1) 이슬람과 믿음이 병행해서 언급될 때의 이슬람의 의미는 외적 행위를 가리

키며 이 외적 행위는 바로 이슬람의 다섯 가지 실천사항으로서의 오행이다. 그리

고 믿음의 의미는 내적 행위를 가리키며 이 내적 행위는 여섯 가지 믿음으로서의 

육신이다. 이 두 가지가 독립적으로 언급될 때는 서로 각자의 의미를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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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흐싼의 범위는 이만의 범위보다 더 보편적이며, 이만의 역은 이슬람의

역보다 더 보편적이다. 이흐싼은 더 보편적인 역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믿

음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만의 단계에 도달한 자만이 이흐싼의 단

계에 이를 수 있다. 이흐싼은 구성원과 관련하여 보다 특별하다. 이흐싼의 역에 

있는 구성원들은 이만의 역에 있는 구성원들의 일부이다. 즉 이흐싼의 역에 

있는 무흐씬(muhsin; 믿음과 실천에 근거하여 선을 실천한 자)은 모두가 무으민

(muʹmin; 신앙인)이지만 무으민은 모두가 무흐씬이 아니라는 뜻이다.

3) 믿음은 이슬람보다 더 보편적이다. 왜냐하면 전자가 후자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만의 역에 있는 구성원들은 이슬람 구성원들의 일부이다. 즉 믿음

의 역에 있는 무으민(muʹmin; 신앙인)은 모두가 무슬림(muslim; 신자)이지만 

이슬람의 역에 있는 무슬림은 모두가 무으민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슬람(islam)과 쿠프르(kufr)와 쉬르크(shirk)의 차이점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무슬림(muslim)이다. 하나님과 

그분 외의 다른 것에 복종하는 자는 무쉬리크(mushrik)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불신자(kafir)다 

쿠프르(kufr)는 주님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는 행위다.
쉬르크(shirk)는 주님의 완벽성을 감소시키고 다른 것을 사신으로 내세워 주

님과 동반자 관계로 두는 행위다. 그래서 쿠프르(kufr)는 가장 큰 쉬르크 가운데 

하나다. 왜냐하면 쉬르크는 주님의 존재에 하여 다른 것을 사신으로 내세워 주

님과 동반자가 있다는 것을 주입시켜주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한편 쿠프르는 주

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다.이 두 용어는 서로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고 있

다. 쿠프르와 쉬르크가 꾸란 절이나 하디스에 합께 언급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의

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각각 언급될 때는 각 용어는 서로의 의미를 담고 있

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무쉬리크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원들을 관리할 권한이 없노라 그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불신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니라 (수라트 알‐타우바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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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축복

이슬람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내려주신 가장 큰 축복이요 꾸란은 그분께서 

택하신 인간들에게 내려주신 가장 위 한 성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는 내가 선택한 자에게 성서를 유산으로 주었노라 그런데 인간들 중에는 스

스로를 욕되게 하는 자들이 있고 또 중간노선을 따르는 자들이 있으며 또 그들 중

에는 하나님의 허락에 따라 선행에 앞장서는 자들도 있느니라 실로 그것은 커다

란 은총이니라 (수라트 파티르 35:32)

하나님께서는 이 위 한 성서를 유산으로 넘겨줄 공동체를 자신에게 잘못을 

저지른 자들, 중용을 따르는 자들 그리고 선행에 앞서가는 자들 세 역으로 나누

셨다. 

자신에게 잘못을 저지른 자들이란 때로는 주님께 복종하고 때로는 불복하면

서 선행과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꾸란 절에서 첫 번째로 언급

을 하셨다. 그들이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들에게 많은 

축복을 내려 천국의 거주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중용을 따르는 자들이란 의

무를 다하면서 불법적인 행위를 자제하는 자들이다.

선행에 앞서가는 자들이란 의무를 다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자제하면서 의무

사항과 추가사항 하나하나를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자들이다. 하나님께

서는 이들에 한 언급을 꾸란 절 마지막에 두셨다. 그들의 행위에 하여 자만하

거나 감탄하지 않도록 하여 그들이 실천한 선행들의 가치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왜냐하면 이들은 다음에 언급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천국에 들어갈 숫자보다 자신에게 잘못을 저지른 자들이 더 많

다. 하나님께서 이 세 부류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들은 에덴의 천국으로 들어가니라 그곳에서 그들은 금과 진주로 만들어진 

팔찌를 끼고 비단으로 짠 의상을 입느니라 (수라트 파티르 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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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슬람의 기둥

이슬람의 다섯 기둥

이슬람은 다섯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음은 그에 관하여 이븐 우마

르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사도께서 말씀하길, “이슬람은 다섯 기둥

에 의해 세워졌지요. 그 다섯 기둥은 하나님 외에는 숭배 받을 자격을 가진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하고, 예배를 드리고, 자카트를 바치고, 라마단 달

에 금식하고, 신성한 집으로 순례가는 것이지요.23)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숭배 받을 자격이 없다는 선언의 의미

마음과 혀로 하나님 외에는 숭배 받을 자격을 가진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것은 그 선언을 준수하고 실천하며 그분 외의 거짓 사신들을 피해야 한

다는 뜻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니 하나님 외에 간구하는 것은 헛된 것에 불과하니라 오직 하나

님만이 가장 높고 가장 위 하시니라 (수라트 알‐핮핫 즈 22:62)

하나님 외에는 숭배 받을 자격을 가진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구에는 부정

과 긍정이 내포되어 있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는 문구에는 숭배 받을 자격

을 가진 하나님 외의 모든 신들을 부정하는 것이다.  ‘하나님 외에는’  이란 문구

는 하나님만이 숭배 받을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23)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no. 8) and Muslim (no. 16). The Wording is that of Muslimʹ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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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로 그분의 왕국에 그분에 견줄 수 있는 동반자가 없으며 숭배를 받을 

권리에 있어서도 그렇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하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자는 말이뇨 그것들은 우리에게 어떠

한 이익이나 손실도 줄 수 없는 것들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안내를 받았는데도 

이를 거역하고 사탄에 유혹되어 지상을 방황하는 우매한 자들에게 바른 길로 

안내받는 우리에게로 오라고 하라 말하라 하나님의 복음만이 길이요 생명으로 

우리는 온 누리의 주님께만 복종하라는 명령을 받았느니라 (수라트 알‐안암 

6:71)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사도라는 문구의 의미

마음과 혀로 무함마드는 온 인류에게 파견된 하나님의 종이요 사도라고 선언

한다면 그분에게 순종해야 한다. 이 선언에 근거하여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
분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을 믿고, 그분께서 금기한 것을 피하고, 그분께서 가르

쳐주신 로만 하나님을 숭배해야 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에게 순종하라 하 으니 이를 거역하는 자가 있다면 알

라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랑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수라트 아알 이므란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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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믿음(iman)

믿음(iman)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과, 그분의 성서들과, 그분의 사도들과,  내세

와, 그리고 좋고 궂은 까다르(qadar; 운명)을 믿고 이 믿음과 일치한 실천을 하는 

것이다.

믿음의 완벽함

인간의 믿음이 완벽해지려면 믿음의 여섯 가지 기둥에 한 지식을 갖추어

야 하고, 우주를 관찰하고, 꾸란 절을 숙고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한 믿음의 

지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주님에 한 인간의 숭배와 그분에 한 사랑이 더

욱 더 증가한다. 그분에 한 복종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그분에 한 불신은 더

욱 커진다.

하나님과 그분에 한 온전한 사랑이 되려면 그분께서 사랑하는 것들을 사

랑해야 하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하고, 그 사랑을 퍼트려야 한다.

만약 무슬림의 사랑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무슬림의 미움도 하나님을 위

한 것이라면 그것은 마음의 두 가지 행위다. 만일 주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고 베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육체의 두 가지 행위다. 그
것이 바로 이만이 완벽하고 하나님에 한 사랑이 완벽하다는 증거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하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보라 그러나 징표들도 그리고 경고도 믿지 

아니한 백성에게는 소용이 없느니라 (수라트 유누스 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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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를 따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너그러

우시고 자비로운 분이시니라 (수라트 아알 이므란 3:31)

믿는 자들이란 하나님을 염원할 때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는 자들이며 하나님

의 계시가 그들에게 낭송될 때 그들의 믿음이 더하여지고 주님께 의탁하는 자들

이니라 또한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한 양식으로 자선을 

베푸는 자들이니라 그들은 진실한 신자들로 그들에게는 주님으로부터 명예와 관

용과 풍성한 양식이 주어지니라 (수라트 알‐안팔 8:2‐4)

믿음의 등급

믿음에는 맛이 있다. 달콤함 그리고 정수가 있다. 믿음의 맛을 예언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맛과, 이슬람을 종교

로 받아들이는 이만의 맛과,  무함마드를 사도로 믿는 믿음의 맛이 있지요 .”24)

  믿음의 달콤한 맛을 예언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음의 세 가지 자

격을 가진 자는 누구든 믿음의 달콤함을 맛보게 되지요.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과 그분의 사도에게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위해 오로지 어떤 한 사람을 사랑

하는 자, 그리고 불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싫어하는 것처럼 불신으로 돌아가는 것

을 싫어하는 자이지요.”25) 

믿음의 정수는 완벽한 확신을 가지고 종교의 본질을 이해하며 종교적 정성과 

노력으로 실천하는 자, 즉 하나님을 숭배하고, 이슬람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위해 

이주하고, 후원하고, 지원하고, 진실하고, 인내하고, 관 하고, 단념하는 것을 실

천하는 자들이 맛보는 것이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은 결코 자신을 빗겨갈 수 없었으며 자신을 빗겨간 일은 결코 

자신에게 일어날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닫지 않고는 믿음의 정상에 이르지 못한

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는 자들이란 하나님을 염원할 때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는 자들이며 

24) Narrated by Muslim (no. 34).
25)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16) and Muslim(no. 43). The Wording is that of Bukhariʹ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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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에게 낭송될 때 그들의 믿음이 더하여지고 주님께 의탁하

는 자들이니라 또한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한양식으

로 자선을 베푸는 자들이니라 그들은 진실한 신자들로 그들에게는 주님으로부

터 명예와 관용과 풍성한 양식이 주어지니라 (수라트 알‐안팔 8:2‐4)

믿음으로 이주하여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자들과 그들을 보호하여 도와주는 

자들이 진실한 신자들이니라 이들에게는 관용과 자비로운 양식이 있을 것이니

라 (수라트 알‐안팔 8:74)

신앙인들이란 하나님과 사도를 믿되 의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업을 위

해 그들의 재산과 생명을 바쳐 성전하는 자들이요 그들이 바로 진질한 자들이니

라 (수라트 알‐후즈라트 49:15)

믿음의 절정

믿음은 어휘,  형태,  맛,  달콤함,  본질을 지니고 있다.  믿음의 절정은 확신

(yaqin)이다. 주저하거나 의심할 수 없는 믿음이기 때문이다. 불가시계에 한 여

러분의 확신과 여러분 앞에서 지켜보고 있는 현실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여

러분은 하나님을 숭배하되 여러분이 지금 그분을 보고 있는 것처럼 예배해야 한

다. 이것이 이흐싼(ihsan)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불가시계에 관하여 알려주신 것, 즉 하나님과 

관련된 것,  그분의 속성,  천사들,  성서들,  사도들,  마지막 날,  까다르(qadar)
를 지금 여러분이 지켜보고 있다는 위치에 있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완벽하고 

진실한 확신이다. 이것은 인내와 확신을 통해서 얻어지는 종교의 지도력이

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나는 그들 중에서 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을 인도할 지도자들을 두었노라 그

들은 인내하고 나의 징표에 하여 확실한 신념을 가질 것이니라 (수라트 알‐싸즈

다 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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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믿음의 가지들

믿음의 가지들은 많다. 좋은 말, 육체적 행위, 행위와 관련된 마음 등도 믿음의 

가지들이다. 다음은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믿음은 

60개 혹은 70개 이상의 가지를 갖고 있지요. 그 중에 가장 위에 있는 가지는 하

나님 외에 숭배 받을 자격이 있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서하는 것이며, 가자 

아래에 있는 가지는,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길 위에 놓인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며 

겸손도 믿음의 부류이지요.”26)   

사도에 대한 사랑

다음은 사도에 한 사랑과 관련하여 아나스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

다. “여러분이 나를 여러분의 부모와 자식과 모든 사람들보다 더 사랑할 때 진실

한 믿음에 도달할 수 있지요.”27)

안사르(ansar; 메카 이주민들을 도와준 메디나 무슬림들)에 대한 사랑

다음은 안사르에 한 사랑과 관련하여 아나스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

이다. “믿음의 상징은 안사르에 한 사랑이요 위선의 상징은 안사르를 싫어하는 

것이지요.”28) 

26)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9) and Muslim(no. 35). The Wording is that of Muslimʹs.
27)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15) and Muslim(no. 44). The Wording is that of Bukhariʹs.
28)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17)  and Muslim(no.  74).  The Wording  is  that  of

Bukhariʹ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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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는 자들에 대한 사랑

다음은 믿는 자들에 한 사랑과 관련하여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예언

자의 말씀이다. “진실한 믿음의 단계에 이르지 않고 그리고 서로가 사랑하지 않고

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요. 내가 여러분에게 좋은 것 하나 알려주지요.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인사를 주고받는 것이지요

.”29)

무슬림 형제에 대한 사랑

다음은 무슬람 형제에 한 사랑과 관련하여 아나스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무슬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믿는 

다고 할 수 없지요.”30)

이웃과 손님을 존중하고 좋은 말이 아니면 침묵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알
라 하나님과 내세를 믿는 자라면 좋은 말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침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내세를 믿는 자라면 이웃을 존중해야지요. 하나님과 내

세를 믿는 자라면 손님을 환 해야지요.”31)

선행을 권장하고 악행을 금지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싸이드 쿠드리가 전하고 있는 예전자의 말씀이다.  
“나쁜 짓을 행하는 자를 본 사람은 그의 손으로 그 나쁜 짓을 막아야 하고, 손으로 

막지 못할 경우는 입으로 막고, 입으로 막지 못할 경우에는 비록 가장 허약한 믿음

29) Narrated  by Muslim  (no.  54).
30)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13) and Muslim(no. 45). The Wording is that of Muslimʹs.
31)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6018) and Muslim(no. 47). The Wording is that of Musl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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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긴 하지만 마음으로라도 막아야 하지요.”32) 

진실한 조언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타밈 다리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종교는 

진실한 조언이지요. ‘누구에게 조언해야 하는 지요? 라는 우리의 질문에 답하

시길’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와 무슬림 공동체의 지도자와 일반 사람들에게 조언

하는 것이지요.”33)

32) Narrated by Muslim (no. 49).
33) Narrated by Muslim (no.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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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믿음(iman)의 기둥들

믿음의 여섯 기둥

믿음은 여섯 개의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예언자께서 가브리엘 천

사에게 믿음에 관하여 질문했을 때 그가 말한 것이다. 그가 답하길, “하나님과 

천사들과, 성서들과, 사도들과, 마지막 날과, 좋고 궂은 까다르(qadar; 운명)를 

믿는 것이지요.”34) 

믿음과의 돈독한 연계

믿음과의 연결이 모든 것과의 연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믿음과의 돈

독한 연계가 창조주와 인간과의 연계를 비롯하여, 하늘과 지구와의 연계, 위 한 

사도와 공동체와의 연계, 각 개인과 지구에 살고 있는 아담의 후손들과의 연계, 천
사들과 아담의 후손들과의 연계, 진(jinn)들과 아담의 후손들과의 연계, 내세와 현

세와의 연계를 튼튼하게 하여준다.  

이러한 연계를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천국과 불지옥을 두셨다. 이러한 연계를 위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을 위한 보호자가 되어주셨고 사도들을 보내주셨고, 성서들을 내려주셨으며, 알
라 하나님을 위해 지하드(jihad)를 두셨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남자나 여자나 믿는 자들은 모두 서로가 서로를 위한 보호자들이라 그들은 서

34) Narrated by Muslim (no.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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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선을 권유하고 악을 금하며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세를 바치며 하나님과 사도

에게 복종하노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니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강하시고 현명한 분이시니라 (수라트 알‐타우바 9:71)

하나님께서는 신앙인들의 구원자로 신자들을 암흑에서 광명으로 인도하

시니라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의 보호자는 사탄들로 광명에서 암흑으로 

유혹하매 그들은 불지옥의 주인이 되어 그곳에서 주할 것이니라 (수라트 

알‐바까라 2:257)

지금부터 여섯 가지 이만, 즉 믿음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할 것이다.

1).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네 가지 요소

첫째: 하나님의 존재에 한 믿음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창조주에 한 믿음을 갖도록 하셨다. 다
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올바른 종교를 위해 그 의 얼굴을 확고히 하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심어주신 창조본성을 따르라 하나님의 창조에는 변함이 없나니 그것이 진리의 종

교라 그런데 부분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느니라 

(수라트 알‐로움 30:30)

우주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인간의 이성은 그것을 존재

케 한 창조주가 있었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들이 존재하게 

된 것도 그것을 존재케 한 실체, 즉 창조주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존재하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하거나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은 없다.  
그러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존재케 실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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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바로 온 누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이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

이다.

그들은 무에서 스스로 창조되었느뇨 아니면 그들 스스로가 조물주이뇨 아니

면 그들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 다고 하느뇨 그렇지 않노라 그들에게는 확고한 

믿음이 없느니라 (수라트 알‐뚜르 52:35‐36)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또 다른 증거로 밤과 낮의 교차, 모든 인간과 동물

들을 위한 양식, 모든 피조물들의 일상적인 업무관리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존

재를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밤과 낮을 서로 교체하시니 그 안에는 지혜를 가진 자들을 위한 

교훈이 있느니라 (수라트 알‐누르 24:44)

하나님께서는 백성들로 하여금 징표나 기적들을 지켜보거나 듣도록 하여 사

도들과 예언자들을 지원하고 도와주셨다.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여주셨다. 사도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고 도와 주셨다. 이것 역시 

도움을 보내주신 분, 즉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뜨거운 불

을 차갑게 하여 예언자 아브라함을 구하고, 바다를 갈라 모세를 구하고, 예수로 

하여금 죽은 자를 살리게 하고, 무함마드로 하여금 달을 쪼개도록 한 것은 하나

님의 존재를 충분히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

이다.

그들의 사도들이 말하길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관해 의심하느뇨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심은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약속된 기간까지 너희를 유

예하고자 하심이니라 (수라트 아브라함 14:10)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는 자와 요구하는 자에게 얼마나 많은 답을 주셨는

가.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지식과 그분의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가 주님께 도움을 청했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사 천 명의 천사들이 줄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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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너희를 도왔던 때를 상기할 것이니라 (수라트 알‐안팔 8:9)

욥을 상기하라 그는 주님께 간구하 노라 재앙으로 제가 괴롭나이다 당신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운 분이시니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그의 

기도에 답하여 그가 처한 재앙을 거두고 그가 잃어버린 자손들을 다시 얻게 하

으니 이는 나의 은혜요 모든 종들을 위한 교훈이니라 (수라트 알‐안비야 21:83‐
84)

인간을 이롭게 하는 규범들을 담고 있는 공정하고 위 한 법전도 하나님의 존

재를 입증하고 있다. 성서들을 통해서 예언자들과 사도들에게 법전과 규범을 보

내주신 것이다. 무엇이 인간에게 이로운 것인가를 알 아시는 가장 현명하시고 절

자이신 주님께서 내려주신 것이다. 

둘째: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는 주님이시며 그분에게 견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믿음이다.

홀로 숭배 받을 자격을 가지신 주님은 왕이시며 통치권자이시다. 모든 사항과 

모든 피조물이 그분의 소유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는 창조주가 없고 우주

만물의 통치자도 없다. 모든 일이 그분에게 달려있고, 모든 피조물은 그분께서 창

조한 것들이다. 우주만물에 한 통치권자는 그분이시고 명령은 그분이 내리신

다. 그분은 절 자이시며 가장 자비로운 분이시다. 그분은 자족하는 분이시며 찬

양과 찬미를 홀로 받는 분이시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며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자비를 원하시는 자에게 내리시는 분이시고, 용서를 간구하는 

자에게는 관용을 베푸는 분이시며,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께서

는 부르는 자에게 답하여 주는 분이시고 원하시는 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분께서는 원히 존재하는 분이시고 졸음도 없고 잠도 없으신 분이시다.  
하늘과 땅의 역이 그분의 것이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

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보물이 그분의 것이며 하늘과 땅에 보이지 않는 것도 

모두 그분의 것이요 하늘과 땅에 있는 군 도 모두 그분의 것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실로 주님께서는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후 권좌에 오르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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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며 밤을 두어 낮을 가리고 또 서둘러 밤을 쫓으며 태양과 달과 별들을 창조하

신 후 그것들의 운행을 자신의 권능아래 두신 분이시니라 진실로 창조와 말씀이 

주님의 것이니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이여 홀로 광과 축복을 받으소서 

(수라트 알‐아으라프 7:54)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시니라 (수라트 알‐
마이다 5:120)

이러한 것으로 보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한 주님이시

고, 다양한 여러 가지 형태로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신 주님이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너희 주님이시라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숭배하라 

그래도 너희는 상기하지 않겠느뇨 (수라트 유누스 10:3)

그분께서 태양과 달을 창조하셨고 낮과 밤을 두셨으며, 물과 식물, 사람과 동

물, 산과 바다를 두셨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늘과 땅의 왕국이 하나님의 것이며 그분께서는 자손을 두지 않으셨을 뿐

만 아니라 그분께 비유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두지 아니 하셨으며 모든 것을 

창조하사 각 사물에 하여 법칙을 두셨느니라 (수라트 알‐푸르깐 25:2)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완벽한 능력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분께서는 보

좌관이나 조언자 그리고 조수도 두지 않으셨다. 단 한분이시며 모든 것을 지배

하시는 주님이시여,  홀로 광 받으소서.  그분은 그분의 자비에 의해 권좌

(ʹarsh)에 오르시어 그분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과 우주만물의 유지를 관리하고 계

신다. 그분의 뜻에 따라 지구를 펼쳐주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종들을 지배하신다. 그분은 동서남북의 주님이시며, 처음과 끝이 없이 

원히 살아 계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시는 그분 외에는 숭배 받을 어떤 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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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주이시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니라 (수

라트 알‐주마르 39:62)

하나님께서는 주님이시며, 모든 것을 행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시며, 모든 것

을 에워싸고 계시는 분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

이시며, 모든 것을 지배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확신할 수 있다. 그분의 

위 함 때문에 모든 것이 고개를 숙이고, 그분이 두려워 소리가 숨을 죽이고, 그분

의 위 함 때문에 강자들이 겸손해 한다. 눈을 가진 자들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보신다. 그분은 친절한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

이시다. 그분은 그분께서 원하는 로 행하시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로 다스린

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에 뜻을 두시고 있어라 명령하시면 그것이 있게 되니

라 (수라트 야씬 36:82)

그분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며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도 

모두 알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가장 위 한 분이시고 가장 높이 계시는 분이시다.  
그분께서는 산들의 무게도 아시는 분이요 바닷물의 량도 아시는 분이시다. 떨어

지는 빗물의 개수도 나무의 잎사귀와 모래의 개수까지도 아시는 분이시다. 어둠

이숨기는 것도 밤이 어둠 속에 감추는 것도 아시는 분이며 낮이 비추는 것도 아시

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이지 않는 것의 열쇠들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땅위에 있는 것과 바다에 있는 모

든 것을 알고 계시며 떨어지는 나뭇잎도 지의 어둠 속에 있는 곡식 한 알도 싱

싱한 것과 마른 것도 모르시는 것이 없나니 그것은 성서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수
라트 알‐안암 6:59)

하나님께서는 매일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늘과 땅에 있는 그 어떤 것

도 그분에게 숨길 수 없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바람을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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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내리게 하시고 죽은 땅에 생명을 불어넣으신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명예를 주시고 원하시는 자에게 불명예를 주신다. 그분께서 생명을 주시고 죽음

의 원인을 제공하신다. 그분은 베풀기도 하시고 베푸는 것을 자제하기도 하신다.  
등급을 올려주시기도 하고 강등을 시키기도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다음

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하라 권능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는 당신이 원하는 자에게 통치

권을 주시고 당신의 뜻 로 통치권을 빼앗기도 하시며 또 광되게도 하고 천

하게도 하십니다 선은 당신의 손안에 있습니다 진실로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행하실 권능을 지니셨습니다 당신은 밤을 낮으로 하고 낮을 밤으로 하시며 죽은 

자를 소생시키고 산 자를 죽게 하시나이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자에게 

무한정한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수라트 아알 이므란 3:26‐27)

모든 보물 창고들이 하나님께 있다. 하늘과 땅의 보물이 하나님께 있고 존재

하고 있는 모든 것의 보물창고가 하나님께 있다. 물의 보물창고, 식물들의 보물창

고, 공기의 보물창고, 건강의 보물창고, 안전과 치안의 보물창고, 축복의 보물창

고, 징벌의 창고, 자비의 창고, 안내의 보물창고, 힘의 보물창고, 권위의 보물창고 

모두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

이다. 

일용할 모든 양식이 나에게 있으나 필요한 양 외에는 내려주지 아니 하느니라 

(수라트 알‐히즈르 15:21)

 하나님의 능력과 위 함과, 힘과,  광과, 통치권과, 자비와, 하나님이 한분이

심이시라는 것을 알고 확신한다면 마음은 그분에게 가까이 다가갈 것이요, 가슴

을 활짝 열고 그분을 숭배해야 할 것이요, 사지가 그분에게 복종해야 할 것이요,  
혀는 그분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그분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그분 외에는 누구에

게도 간구해서는 아니 되며, 그분 외에는 누구에게도 탄원하지 말아야 하며, 그
분 외에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아야 하며, 그분 외에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며, 그분 외에는 누구도 숭배하지 말아야 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

나님의 말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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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사 너희 주님이시거늘 그분 외에는 신이 없으며 그분

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럼으로 하나님만을 숭배하라 그분께서 모든 것

을 주관하시니라 (수라트 알‐안암 6:102)

셋째: 하나님의 신성에 한 믿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그분에게 견줄 수 있는 것 아무도 없으며,  그분

만이 숭배 받을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확신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온 

누리의 주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서 제정한 법에 따라 완벽한 겸손과 온

전한 사랑과 최고의 존경으로 그분만을 숭배해야 한다. 창조와 관리의 주권자에

게 겸손해야 하는 것처럼 그분의 신성과 명령과 법을 겸손히 따라야 한다.
그분은 주권에서도 한분이시고 아무도 그분에게 견줄 수 없으며, 신성에서도 

한분이시고 아무도 그분에게 견줄 수 없다는 알고 확신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는 그분만을 숭배하되 사신을 두어서는 안 되며 그분 외에 다른 것에 한 숭배를 

버려야 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들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자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신 그분 외에는 어떤 

형태의 신도 존재하지 아니 하느니라 (수라트 알‐바까라 2:163)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시다. 그러므로 그분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지 말아

야 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니 그분 외에 다른 것에 간구하는 것은 헛된 것에 불

과하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가장 높고 가장 위 하시니라 (수라트 알‐즈 

22:62)

넷째: 하나님의 명칭과 속성에 한 믿음이다. 

하나님의 명칭과 속성에 한 믿음이란 명칭과 속성을 이해하고, 암기하

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숭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그것들과 일치하게 행

동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 함과 광 그리고 장엄함에 관한 하나님의 속성들에 관한 지식이 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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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 인간의 마음은 그분에 한 존경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된다. 존경과 힘,  
능력과 전능함에 관한 하나님의 속성들에 관한 지식이 쌓이면 인간의 마음은 그

분에 한 겸손과 복종으로 가득 차게 된다. 자비와 은혜와 관 함과 연계된 하나

님의 속성들에 관한 지식이 쌓이면 인간의 마음은 그분에 한 사랑과 소망과 그

분의 은총에 한 기 와 친절과 관 함으로 가득 차게 된다. 

지식과 연계된 하나님의 속성들에 관한 지식이 쌓이면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

에 한 매사의 활동과 상황에 하여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있다

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이러한 모든 속성들에 관한 지식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

님을 더욱 위 하게 보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기쁨을 갖게 하

고, 의지하게 하고, 그분에게 어떤 것도 견주지 않는 그분에 한 숭배를 통하여 

그분에게 더욱 가까이 가게 만들어 준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름다운 명칭과 고상한 속성들을 스스로 밝히셨고 그리

고 그분의 사도께서는 이를 확신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확신하는 것이다.  하나

님께서 자신과 관련하여 부정하신 것은 사도께서도 부정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부정하는 것이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명칭과 속성과 그리고 그것들이 담고 

있는 유익한 의미들을 믿는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운 분이시라는 것

을 믿는다. 이것은 그분께서 자비의 주인이라는 의미한다. 그분께서는 그분께서 

원하는 자에게 이 명칭이 갖고 있는 자비로부터 우리에게 자비를 내려주시는 것

이다. 그 밖의 나머지 명칭과 속성들도 이와 마찬가지다.

우리는 그분의 위엄과 장엄함에 어울리는 자세로 그분에 한 모든 것을 확신

해야 한다. 의미를 변형해서도 안 되고, 부정해도 한 되며, 특정한 의미만 부여해

도 안 되고, 유사한 의미로 표현해도 안 된다.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

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 비유되거나 견줄 수 있는 것 아무 것도 없노라 실로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니라 (수라트 알‐슈라 42:11)

가장 아름다운 명칭과 가장 고상한 속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는 

그분을 호칭할 때 그것들로 불러야 한다는 것을 알고 확신해야 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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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들을 갖고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그것들로 

하나님을 부르라 그리고 그분의 명칭을 더럽히는 자들을 피하라 그들은 자신들

이 행하는 것으로 징벌을 받을 것이니라 (수라트 알‐아으라프 7:180)

다음은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사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 개에서 하나가 빠지는 99개의 명칭을 갖고 

계시지요. 그 명칭들을 헤아리는 자는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지요.”35)

하나님의 명칭과 속성에 대한 믿음의 원칙

하나님의 명칭과 속성에 관한  믿음은 다음의 세 가지 원리에 근거한다.

첫째: 창조주의 본질과 명칭과 속성과 행위에 그 어떤 피조물도 비유해서는 안 

된다.

둘째: 하나님께서 스스로에 하여 묘사하신 것이나 사도께서 그분의 명칭과 

속성에 관하여 묘사한 것에 한 믿음을 갖는 것이다.

셋째: 하나님의 명칭과 속성과 행위의 정확한 본질이 어떠한가를 알려고 해

서는 안 된다. 그분의 본질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와 마

찬가지로 그분의 명칭과 속성과 행위가 어떠한가를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

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 비유될 수 있는 것 아무 것도 없느니라 실로 그분께서는 모든 것

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니라 (수라트 알‐슈라 42:11)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명칭 분류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명칭은 두 역으로 분류된다.

35)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7392) and Muslim(no. 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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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하나님의 명칭이 단독 혹은 다른 명칭과 병행되어 불리는 것으로 이 명

칭이 부분이다. 예를 들어, 앗‐‐싸아미(al‐Saami; 모든 것을 들으시는 분),알‐바
시이르(al‐Basir; 모든 것을 보시는 분), 알‐까위이(al‐Qawiyy; 강 하신 분)등이 

있다.

둘째: 주님께 단독으로 연결되지 않고 정 반 의 의미를 갖는 것과 연결되어 

언급되고 있는 것 들이다. 정 반 의 의미를 갖는 두 개의 명칭이 함께 병행되어 

완벽함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알‐무깟딤(al‐Muqaddim; 전진시키는 

분)과 알‐무앗키르(al‐Muʹa  khkhir; 후퇴시키시는 분),  알‐까아비드(al‐Qaabid; 
움켜쥐시는 분)와 알‐바아씨트(al‐Baasit; 펼치시는 분) 등이 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명칭이 갖는 의미와 분류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명칭들은 의미적 측면에 볼 때 여섯 가지

가 있다.

첫째: 하나님의 본질과 신성을 가리키는 명칭들이 있다. 이 부류에는 

Allah; 하나님), 알‐일라아흐(al‐Ilaah; 하나님), 알‐와아히드(al‐Waahid;  한 

분), 알‐아하드(al‐Ahad; 한 분), 알‐학끄(al‐Haqq; 진리), 알‐하이이(al‐Hayy;  
원히 살아 계시는 분),  알‐까이윰(al‐Qayyuum;  자생하시는 분),  알‐아우왈(al‐
Awwal; 처음부터 계신 분), 알‐아아키르(al‐Aakhir; 마지막까지 계실 분), 알‐자
아히르(al‐Zaahir; 들어 나신 분), 알‐바아티느(al‐Baatin; 숨겨진 분) 같은 명칭들

이 있다.

둘째:  왕국이나 힘을 가리키는 명칭들이 있다.  이 부류에는 알‐말리크

(al‐Malik;  주권자),  알‐아지이즈(al‐Aziz;  가장 강 하신 분),  알‐잡바아르

(al‐Jabbaar; 절 자), 알‐무하이민(al‐Muhaimin; 모든 것을 감독하시는 분), 알‐
까흐하아르(al‐Qahhaar; 지배하시는 분), 알‐까아디르(al‐Qaadir; 절 자), 알‐까
위이(al‐Qawii; 강하신 분), 알‐무깟딤(al‐Muqaddim; 전진시키시는 분), 알‐무앗

키르(al‐Muakhkhir; 후퇴시키시는 분) 등이 있다.

셋째: 창조, 존재의 근원, 제공을 가리키는 명칭들이 있다. 이 부류에는 알‐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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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끄(al‐Khaaliq;  창조주),  알‐바아리으(al‐Baariʹ;  조물주),  알‐무싸우위르

(al‐Muwawwir; 형상을 만드시는 분), 아르‐랏자아끄(al‐Razzaaq; 양식을 제공

하시는 분), 알‐와흐하아브(al‐Wahhaab; 베푸시는 분), 알‐카림(al‐Kariim; 자비

로우신 분), 알‐바르르(al‐Barr; 모든 선의 원천이신 분), 알‐무끼이트(al‐Muqiit; 
유지시켜 주시는 분) 등이 있다.

넷째:  지식과 포괄을 가리키는 명칭들이 있다.  이 부류에는 앗‐싸미이으

(as‐Sami’; 모든 것을 들으시는 분), 알‐바시이르(al‐Basiir; 모든 것을 보시는 분), 
알‐알리이임(al‐Aliim;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알‐카비이르(al‐Khabiir; 모든 정보

를 탐지하시는 분), 알‐라끼이브(ar‐Raqiib; 모든 것을 감시하시는 분), 앗‐샤히이

드(as‐Shaiid;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분), 알‐하피이즈(al‐Hafiiz; 모든 것을 보존

하시는 분), 알‐무히이트(al‐Muhiit; 모든 것을 보급하여 주시는 분) 등이 있다.

다섯째: 친절, 자비, 관용을 가리키는 명칭들이 있다. 예를 들어, 아르‐랍브

(ar‐Rabb; 주님), 아르‐라흐마안(ar‐Rahmaan; 자비를 베푸시는 분), 알‐라히이임

(al‐Rahiim; 가장 자비로우신 분), 아르‐라으우프(ar‐Rauuf; 가장 친절하신 분), 
알‐할리이임(al‐Haliim; 가장 온유하신 분), 알‐하미이드(al‐Hamiid; 찬양과 찬미

를 받으실 분),  앗‐샤쿠우르(as‐Shakuur;  감사를 받으실 분),  알‐와두드

(al‐Waduud; 사랑하시는 분), 알‐왈리이(al‐Walii; 보호하시는 분), 안‐나시이르

(an‐Naseir; 도와주시는 분), 알‐까리이브(al‐Qariib; 가까이 계시는 분), 알‐무지

이브(al‐Mujiib;  답해 주시는 분), 알‐아프우(al‐Afu; 관용을 베풀어주시는 분), 
알‐가푸우르(al‐Ghafuur; 용서하시는 분), 앗‐타우와아브(at‐Tawwaab; 회개를 

받아주시는 분 등이 있다.

(1)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명칭들

하나님의 명칭들은 그분의 완벽한 속성을 가리킨다. 이 명칭들은 그분의 속성

들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그것들은 명칭들이자 속성들이다. 왜냐하면 모두가 아

름답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명칭과 속성들에 한 지식은 가장 고상하고,  가장 

위 한 꼭 알아야 할 지식 가운데 하나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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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이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떠한 신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그분께서는 가장 아름다

운 이름들을 가지고 계시니라 (수라트 따하 20:8)

하나님의 속성들에 관한 명칭들은 다음과 같다.

01) 알라(Allah; 하나님)
모든 피조물이 경배하는 하나님으로서, 사랑하고, 경배해야 할 분이

시며,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도움을 강구해야 할 분이시다. 

2) 아르‐라흐만 , 아르라힘(Ar‐Rahmaan, Ar‐Rahiim; 가장 자비로운 신

분) 하나님의 자비는 모든 피조물을 품고 있어 모든 피조물에 이르고 있다.

3) 알‐말리크(AL‐Malik; 왕)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다.

4) 알‐마알리크(Al‐Maalik; 소유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왕국과 왕들과 모든 피조물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

시다.

05) 알‐말리이크(Al‐Maliik;통치권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집행하시는 분이시며 모든 통치권은 그분의 손

안에 있어 그분의 뜻에 따라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06) 앗‐꿋두스(Aq‐Qudus; 신성하신 분)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고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가장 완벽한 속성을 가

진 유일하신 분

07) 앗‐ 쌀람(As‐Salaam; 평화의 원천)
 하나님께서는 어떤 실수도 어떤 부족함도 전혀 없으신 분이시며 평화는 

그분의 손안에 있어 그분으로부터 평화가 온다.



11. 믿음(iman)의 기둥들    93

08) 알‐무으민(AL‐Muʹmin; 안전을 지켜주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잘못으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시는 유일한 분. 안

전을 창조하여 당신이 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분

09) 알‐무하이민(AL‐Muhaymin; 지켜보고 계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행하는 것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시

므로 그 어떤 것도 숨겨질 수 없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것

이없다.

10) 알‐아지즈(AL‐Aziiz; 절 적 권력을 가지신 분)
모든 명예와 모든 광의 주인이시며 절 적 권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어느 누

구도 그 권력을 갈망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그 권력을 무너뜨릴 수 없다. 가장 강

력하고 절 적 권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11) 알‐잡바르(AL‐Jabbar; 거 한 힘을 가지신 분)
모든 피조물 위에 군림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모든 것을 당신이 원하는 

로 종속시키시는 분이시다.

12) 알‐무타캅비르(AL‐Mutakabbir; 가장 우월하신 분)
피조물들의 모든 속성을 초월한 가장 우월하신 분이시다. 그와 같은 분은 존재

하지 아니하며 악과 부정의 속성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다.

13) 알‐카비이르(Al‐Kabiir; 가장 위 하신 분)
그분 외의 모든 것은 작고 그분은 하늘과 땅에서 가장 장엄하고 위 하신 분이

시다. 

14) 알‐카알리끄(AL‐Khaaliq; 창조주)
사전 예를 들지 않고 창조를 시작하시고 동반자 없이 혼자서, 그분의 능력으

로, 그분이 원할 때, 그분이 원하는 방법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15) 알‐칼라아끄(Al‐Khallaaq;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창조를 하셨으며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이 원할 때, 그분이 원하는 받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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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를 계속하 다. 

16) 알‐바아리으(AL‐Bariʹ; 조물주)
그분은 모든 피조물을 빚으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피조물을 존재하게 하

셨다. 각 피조물이 각자의 특성을 갖도록 하셨고 모든 죄로부터 해방시켜 죄의 속

성이 없도록 하셨다.

17) 알‐무싸우위르(AL‐Musawwir; 형상을 만드신 분)
서로 형태가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크고 작게, 서로 다른 사이즈, 서로 다른

색깔과 모양을 두셨다.

18) 알‐와흐하아브(AL‐Wahhab; 베푸시는 분)
축복과 은혜를 지속적으로 베푸심에 너그러운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그분

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베푸신다.

19) 아르‐랏자아아끄(Ar‐Razzaaq;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는 분)
모든 양식으로 모든 피조물을 감싸고 계신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그분의 양

식을 섭취하면서 그분의 왕국에서 산다.

20) 아르‐라아지끄(Ar‐Raaziq; 공급하시는 분)
갖가지 형태의 다양한 양식을 창조하시어 그분의 은총과 능력으로 피조물에

게 베푸신다.

21) 알‐갓푸우르(Al‐Ghaffuur;  용서하여 주시는 분),  알‐갓파아르

(AL‐Ghaffaar;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분)
그분의 완벽한 자비로 피조물을 용서하고 피조물에게 관용을 베푸시는 분이

시다.

22) 알‐가아피르(Al‐Ghaafir; 용서하시는 분)
피조물의 모든 죄를 숨겨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관용이 모든 것을 에워싸고

있으며 그분의 관용의 문은 모든 피조물에게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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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알‐까아히르(AL‐Qaahir; 절 자)
그분은 가장 높이 계시면서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시는 분이시다. 모든 피조물

은 스스로 그분에게 겸손히 순종한다. 강자도 그분에게 복종한다. 

24) 알‐까흐하아르(Al‐Qahhaar; 지배하시는 분)
그분계서는 그분의 뜻 로 모든 피조물을 그분에게 복종케 하신다. 그러므로

그분으 절 자이시고 그분 외의 모든 것이 그분에게 복종한다.  

25) 앗‐팟타아흐(Af‐Fattaah; 모든 것을 여시는 분)
그분께서는 진리와 정의로서 인간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비와 양

식의 문을 열어주신다. 그분께서는 믿는 자를 도와주신다. 그분만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열쇠를 갖고 계신다.

26) 알‐알리임(AL‐Aliim;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그분에게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분은 비 과 숨겨진 모든 것들

에 한 모든 지식을 갖고 계신다. 드러난 것도 그리고 숨겨진 것에 한 지식도 

갖고 계신다. 말하고 있는 것도 행하고 있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그리고 목격

되고 있는 것도 모두 아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으

로 모든 것에 한 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

27) 알‐마지이드(AL‐Majiid;  광스러운 분)
그분은 그분의 행위를 통해서 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그분의 

광을 찬양한다. 그분의 광과 장엄함과 그분의 명칭과 속성들로 찬양을 받으

신다.

28) 아르‐랍브(Ar‐Rabb; 주님)
그분은 모든 일을 주관하는 분이시고 모든 주인의 주님이시고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다. 피조물을 양육하시고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인간의 일을 격상시켜

주는 분이시다, 그분 외에는 숭배 받을 자격을 자가 아무도 없고 그분 외에는 주님

이존재하지 않는다.

29) 알‐아쥐임(AL‐Azeem; 위 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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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의 본질과 명칭과 속성은 장엄함과 위 함 그 자체이시다. 그분의 왕국과 

통치권도 그와 마찬가지다.

30) 알‐와아씨으(Al‐Waasiʹ; 모든 것을 포용하시는 분)
그분의 자비와 지식은 모든 것을 감싸고 있다. 그분의 양식도 모든 피조물을

에워싸고 있다. 그분의 장엄함과 왕국과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분의 

풍요와 친절도 그와 마찬가지다.

31) 알‐카리이임(Al‐Kariim; 가장 너그러우신 분)
모든 아량 과 모든 선이 그분의 것이다. 그분은 완벽하시고 부족함이 없다.

32) 알‐아크람(Al‐Akram; 가장 관 하신 분)
축복과 은총과 이흐싼으로 모든 것을 감싸고 있는 분이시다. 그분께서는 막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시다. 

33) 알‐와두우드(Al‐Waduud; 사랑하시는 분)
복종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돌아오는 자를 돌아보시는 분이시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칭찬해주시고 베푸시며 축복으로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34) 알‐무끼이트(Al‐Muqiit; 떠받혀 주시는 분)
모든 것을 보존해 주시고 떠받혀주시는 주시며 모든 피조물에게 양식을 제공

하는 분이시다.  

35) 앗‐샤쿠우르(Ash‐Shakuur;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
좋은 일을 하는 자에게 몇 곱절로 보상을 주시고 그의 나쁜 일을 지워 등급을 

올려주시는 분이시다. 

36) 앗‐샤아키르(Ash‐Shaakir; 작은 선행에도 감사하시는 분)
가장 작은 선행일지라도 좋아하시며 그에 한 보상을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

시다. 많은 것을 주시고 가장 하찮은 선행도 좋아하는 분이시다. 

37) 알‐라띠이프(Al‐Latiif; 자상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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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것도 그분에게 숨길 수 없다. 인간이 베푸는 모든 선은 그분에게서 비

롯된다. 그분은 인간이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자상함을 보이는 분이시다.

38) 알‐할리임(Al‐Haliim; 온유하신 분)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서둘러 벌하지 아니하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

시는 분이시다.

39) 알‐카비이르(Al‐Khabiir; 알고 계시는 분)
인간은 그분에게 어떤 행위도 감추거나 숨길 수 없다. 움직이거나 가만히 있는

것도, 말하거나 침묵하는 것도, 작은 것과 큰 것도, 드러나 있는 것이나 감추어져 

있는 것도 모두 아시는 분이시다. 

40) 알‐하피이즈(Al‐Hafiiz; 보호하시는 분)
그분은 그분께서 창조한 모든 것을 보호하는 분이시오 모든 것에 한 지식을 

지니고 있는 분이시다. 

41) 알‐하아피즈(Al‐Haafiz; 보호하시는 분)
인간의 모든 행위를 보호하고 죄에 빠지는 것을 보호하는 분이시다. 그분께서

보호하는 것은 어떤 것도 숨겨질 수 없다.

42) 앗‐싸아미으(As‐Saamiʹ; 모든 것을 들으시는 분)
모든 소리를 들으신다. 그분의 들으심이 모든 소리를 에워싸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혀가 서로 다르고 인간의 언어가 서로 달라도 들으심에 아무런 문제가 없

다. 공적인 것도 사적인 것도, 멀리 있는 것도 가까이 있는 것도 다 들으시는 분이

시다. 

43) 알‐바씨르(Al‐Baseer; 모든 것을 보시는 분)
그분은 모든 것을 보신다. 인간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보고 계시고 인간의

행위도 보고 계신다. 누가 안내를 받고 누가 방황하는지도 보고 계신다. 어느 것도 

그분에게서 멀리할 수 없고 숨겨질 수 없고 어느 것도 그분을 지나칠 수 없다. 

44) 알‐알리이(Al‐ʹAlii; 가장 높이 계시는 분), 알알라(Al‐Aʹlaa; 가장 높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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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분), 알무타아알리(Al‐Mutaʹaali; 가장 높이 계시는 분)
가장 높이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그분의 아래에 있어 그분의 

모든 통치권 하에서 그분에게 복종하고 있다. 그분은 가장 장엄하신 분이다. 그분

보다 장엄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분은 가장 위에 계신다. 그러므로 그분보다 

위에 있는 것은 없다. 그분은 가장 위 하시다. 그러므로 그분보다 위 한 것은 없

다. 

45) 알‐하킴이임(Al‐Hakiim; 가장 현명하신 분)
지혜와 정의로 사물을 가장 적절한 곳에 두는 분이시다. 현명하게 창조하시고,

현명한 명령을 내리시고, 현명하게 말씀하시고, 현명하게 행동하시고, 현명한 보

상과 징벌을 내리는 분이시다.  

46) 알‐하캄(Al‐Hakam; 통치자), 알하아킴(Al‐Haakim; 통치자)
그분의 왕국에 있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통치는 그분의 성역이다. 그분은 누구에게도 불공평함이 없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47) 알‐하이이(Al‐Hayy;  원히 살아계시는 분)
그분은 죽지 않고 원토록 존재하는 분이시다.

48) 알‐까이유움(Al‐Qayyuumi; 스스로 생존하시는 분)
그분은 어느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고 스스로 생존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다

른 피조물을 생존하게 하시고 피조물의 모든 일을 관할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원히 살아 존재하는 분이시며 졸음도 없고 잠도 없이 스스로 생존하시는 분이

시다. 

49) 알‐와아히드(Al‐Waahid; 한분, 유일하신 분), 알아하드(Al‐Ahad; 한분,
유일하신 분)

스스로 모든 것이 완벽하신 분으로 그분 외에는 완벽한 자가 없다.

50) 알‐하아시브(Al‐Haasib; 계산하시는 분), 알하시이브(Al‐Hasiib; 계산하

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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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조물을 위해 아무 것도 부족함이 없는 스스로 충족함이 완벽한 분이시다. 그
분 외에는 충족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 그리고 그분은 인간의 모든 행위를 계산하

는 분이시다.

51) 앗‐샤히이드(As‐Shahiid; 증인)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지식이 모든 것을 감싸고 있

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인간이 행한 옳고 그름에 한 증인이시다.  

52) 알‐까위이(Al‐Qawiyy; 가장 강하신 분)
그분은 완벽한 힘의 주인으로 어느 누구도 그분에게 적할 수 없다. 어느 누

구도 그분을 피할 수 없다.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가장 힘 있는 분이시다.

53) 알‐마티이느(Al‐Matiin; 확고하신 분)
그분은 완벽한 힘과 끝이 없는 절 적 힘을 가지신 분으로 어느 누구도 그분에

게 적할 수 없는 분이시다.  

54) 알‐왈리이(Al‐Walii; 보호자)
그분은 그분의 위 한  왕국의 모든 일을 총괄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55) 알‐마울라(Al‐Mawlaa; 후원자)
그분은 믿는 자들을 사랑하고 지원하고 후원하는 분이시다.

56) 알‐하미이드(Al‐Hamiid; 찬양과 광을 홀로 받을 실 분)
그분은 찬양과 광을 홀로 받을 자격이 있으신 유일한 분이시다. 그분의 명칭

과 속성, 그분의 행위와 말씀도 홀로 찬양과 광을 받을 자격을 지닌 것들이다.  
그분의 이흐싼(ihsaan), 법, 까다르(qadar), 보상과 벌도 그와 마찬가지며 원자핵

만한 인간의 선행에 베풀어지는 그분의 은혜도 그와 마찬가지다.  

57) 앗‐싸마드(As‐Samad;  원하신 분)
그분만이 완벽하고 절 적인 통치권과 위 함과 고결함을 갖고 계신다. 그리

고 그분께서는 스스로 모든 것을 충족시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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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알‐까디이르(Al‐Qadiir; 가장 강력하신 분), 알무끄타디르(Al‐Muqtadir;
가장 강력하신 분) 

그분만이 완벽한 능력을 지니고 계신다. 그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고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다. 그분에게는 가장 완벽하고 원하고 

포괄적인 능력이 있다. 그 능력으로 능력 있는 자를 두신다.  

59) 알‐와키일(Al‐Wakiil; 수탁자)
  그분은 상층의 세상에 있는 피조물과 하층의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일

을 총괄하는 분이시다. 

60) 알‐카피일(Al‐Kafiil; 보증인)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유지하면서 각자의 혼을 감시하고 계신다. 그분은 모

든 피조물의 양식을 책임지고 있으며 인간의 이익을 보호하고 계신다. 그분은 피

조물에게 일용할 모든 양식을 제공하신다. 

61) 알‐가니이(Al‐Ghani; 자족하시는 분)
그분은 피조물과 무관하게 자족하시는 분으로 그분의 창고는 원자핵 하나만

큼도 줄지 않는다. 

62) 알‐학끄(Al‐Haqq; 진리)
그분의 존재는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히 드러난 기정사실이며 진리이시다.

63) 알‐무비이인(Al‐Mubiin; 현재하신 분)
그분은 분명히 현재하고 계시면서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위한 구원의 길들을 그

분의 피조물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다.

64) 안‐누우르(An‐Nuur: 빛)
그분은 하늘과 땅을 비추시고 믿는 자들의 마음에 지식과 믿음으로 빛을 비춰

주고 계시는 분이시다. 

65) 두 알‐잘랄 왈‐이크라암(Dhul Al‐Jalal wal‐Ikraam; 장엄함과 명예의 소

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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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은 두려움의 상이 되고 찬양의 상이 되는 유일한 분이시다. 완벽한 장

엄함과 완벽한 명예와 완벽한 자비와 이흐싼의 소유자이시다.

66) 알‐바르르(Al‐Barr; 선의 원천이신 분)
그분은 모든 피조물에게 자비와 동정과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67) 앗‐타우와아브(At‐Tawwaab; 회개함을 받아주시는 분)
그분은 회개하는 자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그분에게로 돌아오는 자의 죄를 사

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인간을  위해 회개함을 두시어 그것을 받아주는 분

이시다.

68) 알‐아프우(Al‐ʹAfuw; 관 하신 분)
그분의 관 함은 인간의 죄를 감싸고 있어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관 하게 받

아주시는 분이시다.

69) 아르‐라우우프(Ar‐Raʹuuf; 가장 친절하신 분)
그분은 모든 피조물에게 친절하고, 자비하고, 온유한 분이시다.

70) 알‐아우왈(Al‐Awwal; 처음이신 분)
그분은 처음이어서 그분 이전에는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71) 알‐아아키르(Al‐Aakhir; 마지막이신 분)
마지막에는 그분만 존재하므로 그분 외에는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72) 앗‐자아히르(Az‐Zaahir; 나타나시는 분)
그분 위에는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73) 알‐바띤(Al‐Baatin; 가장 가까우신 분)

74) 알‐와아리쓰(Al‐Waarith; 상속자)
피조물의 존재가 종료된 후 유일하게 남아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분에게로 귀속된다. 그분은 결코 죽지 않고 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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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알‐무히이트(Al‐Muhiit; 모든 것에 세력을 떨치시는 분)
그분은 모든 것을 에워싸고 있는 분이시다. 모든 것이 그분의 능력에 에워싸여

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도 그분을 스쳐지나갈 수도 없고 그분으로부터 도피할 

수도 없다. 모든 것은 그분의 지식에 에워싸여 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것을 헤

아리는 분이시다.

76) 알‐까리이브(Al‐Qariib; 가까이 계시는 분)
그분은 모든 것에 가까이 있는 분이시다. 그분을 찾는 자에게 가까이 계시며

복종과 이흐싼으로 다가오는 자에게 더욱 가까이 있는 분이시다.

77) 알‐하아디(Al‐Haadi; 안내하시는 분)
그분은 모든 피조물을 유익하고 좋은 것으로 안내하며 진리와 불의의 길을 분

명하게 하여주는 분이시다.

78) 알‐바디이으(Al‐Badiiʹ; 기원과 원천의 주인)
그분에게 견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비유될 수 있는 것도 없다. 유사한 것도 물론

없다. 그분이 모든 피조물의 원천이고 기원이시다.

79) 알‐파아티르(Al‐Faatir; 창조주)
그분은 모든 피조물을 창조한 분이시다. 존재하지 않았던 하늘과 땅을 창조하

셨다. 그분께서 창조하기 전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80) 알‐카아피(Al‐Kaafi; 충족하신 분)
그분은 모든 피조물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켜주는 분이시다.

81) 알‐가알리브(Al‐Ghaalib; 지배하시는 분)
그분은 모든 인간과 모든 피조물을 원히 지배하는 분이시다. 그분께서 정해

두신 것은 어느 누구도 제지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 그분의 판단과 결정을 비판할 

수 없다. 

82) 안‐나아시르(An‐Naasir; 도와주시는 분), 알나시이르(Al‐Nasiir; 도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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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분) 
그분은 적에 항한 그분의 사도들을 도우셨고 그들을 따른 추종자들을 돕는 

분이시다. 승리는 그분에게 달려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분에게 견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83) 알‐무스타아아느(Al‐Mustaʹaan; 요청을 들어주시는 분)
그분은 도움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받는 분이시다. 그분을 따르

는 자는 물론이고 그분의 적까지도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그분께서는 이들에

게도 주시고 저들에게도 주실 때가 있다.

84) 두 알‐마아아리즈(Dhu Al‐Maʹaarij; 승천의 주인)
천사들과 혼이 그분에게로 오르고 선을 지향한 인간의 언행과 업적이 그분에

게로 오른다. 

85) 두 앗‐타울(Dhu At‐Tawl; 풍요의 주인)
그분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피조물에게 은총과 축복을 내리는 분이

시다.

86) 두 알‐파들(Dhu Al‐Fadl; 위 한 은총의 소유자)
그분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피조물에게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은총

을 내려주는 분이시다.

87) 아르‐라피이끄(Ar‐Rafiiq; 가장 관 하신 분)
그분은 관 함을 좋아해서 관 한 자들을 사랑하는 분이시다. 그분은 피조물

에게 관 하시고, 자비하시고, 온유하신 분이시다.

88) 알‐자미일(Al‐Jamiil; 가장 아름다우신 분)
그분은 그분의 본질과 명칭과 속성과 사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시다. 그분

은 모든 아름다운 것 안에서 가장 아름다움을 두셨다. 

89) 앗‐따이이브(At‐Tayyib; 순수하신 분)
그분은 부족함과 결핍, 오류와 실수가 전혀 없는 분이시다. 그분은 모든 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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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 안에서 가장 순수한 것을 두셨다. 
90) 앗‐샤아피(Ash‐Shaafi; 치료하시는 분)
그분은 모든 전염과 질병과 불구자를 치료하는 분이시다. 이에 비유되거나 견

주되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분은 모든 병에 모든 치료약을 주신다.
그분은 부족함과 결함이 전혀 없는 완벽한 분이시다. 일곱 개의 하늘과 지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분을 찬양하고 있다.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아름다운 명칭과 고상한 속성들을 찬미하고 있다.

92) 알‐위트르(Al‐Witr; 홀로 계시는 분)
그분은 한 분이시고 홀로 계시는 분이다. 그분에게 견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동

반자도 없고, 상 할 수 있는 자도 없다. 그분은 홀수의 행위와 홀수의 복종을 사

랑하신다.

93) 앗‐다이이얀(Ad‐Dayyan; 심판관)
그분께서는 모든 인간의 업적을 평가하시고 결과에 따라 보상을 내리실 것이

다. 그리고 심판의 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94) 알‐무깟디므(Al‐Muqqadim;  전진하게 하시는 분),  알‐무앗키르

(A‐Muakhkhir;  후퇴시키는 분) 
  그분은 그분께서 원하는 자를 앞서게 하고 그분께서 원하는 자를 뒤로 후퇴

시키신다. 그분께서 원하는 자의 등급을 올려주시고 그분께서 원하는 자의 등급

을 내리신다. 그분께서 원하는 자에게 명예를 주시고 그분께서 원하는 자에게 불

명예를 내리신다.

95) 알‐만나아느(Al‐Mannaan; 풍성히 베푸시는 분)
그분은 달라고 하기 전에 주시며, 주시되 많이 주는 분이시다. 그분은 다양한

모든 세 를 통하여 이흐싼과 축복과 양식과 선물을 피조물에게 주는 분이시다.  

96) 알‐까아비드(Al‐Qaabid; 붙잡는 분)
그분은 그분의 선을 감추시고 그분의 완벽한 지식과 지혜로 그분이 원하는 자

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11. 믿음(iman)의 기둥들    105

97) 알‐바아씨트(Al‐Baasit; 양식을 풍요롭게 베푸시는 분)
그분은 그분께서 원하는 종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양식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98) 알‐하이이(Al‐Hayyi; 겸손하신 분), 알‐씻티이르(Al‐Sittiir; 감추시는 분)
그분은 수줍어하고 겸손해 하며 자신을 감추는 자들을 사랑하는 분이시다. 그

분은 인간의 죄와 잘못을 감추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그분을 부르는 자에게 

답하실 때 겸손해 하신다. 

99) 앗‐싸이이드(As‐Sayyid; 주인이신 분)
그분은 완벽한 은총과 완벽한 장엄함과, 완벽한 힘과, 그 밖의 완벽한 속성을

지니고 있는 분이시다. 

(2) 믿음의 증대

종교의 기반은 하나님에 한 이만(imaan), 즉 믿음으로 그분의 본질, 그분

의 명칭, 그분의 속성, 그분의 행위, 그분의 보물, 보상에 한 그분의 약속, 징벌

에 한 그분의 경고를 믿고 그리고 이 믿음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것이다. 모든 

행위와 숭배는 이 원리가 기반이 되고 있다. 만일 믿음이 약해지고 줄어든다면 

믿음의 실천도 약해지고 숭배도 허약해진다. 그러다보면 상황은 점점 악화되

고 알라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되면서 원한 징벌을 받게 된다.

하나님에 한 믿음이 가장 훌륭한 행위다. 이 믿음을 증 하기 위해서는네

가지 노력이 있어야 한다. 믿음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으로부터 유익을 얻으려는 노력이 있어

야 하고, 그 믿음을 전파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

의 말씀이다. 

그러나 나는 나의 길에서 노력하는 자들을 틀림없이 나의 길로 인도하느니

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느니라 (수라트 알‐안
카부트 2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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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사도께서 질문을 받으셨다. “가장 훌륭한 일은 무엇입니까?” 사도께서 답하시

길,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를 믿은 것이지요.” 또 질문을 받으셨다. “그 다음에

는 어떤 일인입니까?” 사도께서 답하시길, “하나님을 위한 지하드이지요.” 또 

다른 질문을 받으셨다. “그 다음은요?” 사도께서 답하시길, “하나님께서 수락

하는 하지, 즉 메카 순례를 가는 것이지요.”36)

다음은 타밈 다리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사도께서 말

씀하셨습니다. “종교는 진실한 조언과 충고이지요.” 어떤 조언이냐는 질문이 

있었다. “누구에게 하는 조언입니까?” 사도께서 답하시길, “하나님과 그분의 

성서와 그분의 사도와 무슬림들의 지도자들과 일반 사람들에게 이지요.”37)

믿음은 복종을 증가시키고 불복종을 줄이는 것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

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평안을 내려 주시나니 이는 그들로 하여

금 신앙심을 더욱 굳게 하고자 하심이니라 실로 하늘과 땅의 권세가 모두 하나

님께 있나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현명한 분이시니라 

(수라트 알‐파트흐 48:4)

말씀이 계시될 때마다 그들 위선자들 중의 일부가 말하길 너희 가운데 누가 그

것으로 인하여 그의 믿음이 더해졌느뇨 라고 하 으나 믿는 자들은 그것으로 믿

음이 더하여 지고 기뻐하 느니라 (수라트 알‐타우바 9:124)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사도

께서 말씀하길, “믿는 자는 간통을 하지 않지만 간통을 하면 믿는 자가 아니요, 믿
는 자는 물건을 훔치지 않지만 물건을 훔치면 믿는 자가 아니며, 믿는 자는 술을 

마시지 않지만 술을 마시면 믿는 자가 아니지요.”38)

다음은 아나스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예언자께서 말씀하길, “하나님 

36)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26) and Muslim (no. 83). The Wording is that of Bukhariʹs.
37) narrated by Muslim (no. 55)
38)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2475)  and Muslim  (no.  57).  The Wording  is  that  of

Muslimʹ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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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는 숭배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도 없다 라고 말하고서 보리알 하나 무게에 해

당하는 착한 마음을 갖는 자는 불지옥에서 나오게 되고, 하나님 외에는 숭배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도 없다 라고 말하고서 알 하나 무게에 해당하는 착한 

마음을 갖는 자는 불지옥에서 나오게 되며, 하나님 외에는 숭배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도 없다 라고 말하고서 티끌 무게만큼의 좋은 것이 마음 속에 있는 자는 

불지옥에서 나오게 되지요.” 다른 전언에서: "티끌 무게만큼의 믿음이"라 전함.39)

믿음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삶의 한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지식을 쌓아야 한다.

첫째: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 또는 작던 크던 모든 것을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지식과 확신을 갖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창조주도 하나

님이시다. 하늘에 있는 권자(al‐ʹarsh)를 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천사들을 창조

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별들과 양과 산들을 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인간, 식물

과 동물, 무생물을 창조한 분도 하나님이시며, 천국과 불지옥을 두신 분도 하나님

이라는 지식과 확신을 갖는 것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주이시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니라 하늘과 

땅의 열쇠들이 하나님께 있어 그분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은 잃은 자들이 될 

것이니라 (수라트 알‐주마르 39:62‐63)

그러므로 하늘의 권자, 하늘과 땅, 태양, 달, 공기, 물,  양, 산, 인간, 천사들,  
진(jinn), 동물, 새, 원자 등 모두가 사물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든 사물을 창

조하셨기에 이 모든 사물들에게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으며 이 모든 사물을 알고 

계신다.

우리는 이에 관하여 말하고, 듣고, 생각하고, 반복하고, 우주의 상징들과 꾸란 

39)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44)  and Muslim  (no.  193).  The Wording  is  that  of
Bukhariʹ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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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을 공부하는 마음과 지식을 쌓는 의도를 갖고 세 히 관찰해 보면 믿음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

셨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하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보라 그러나 징표들도 그리고 경고도 믿지 

아니한 백성에게는 소용이 없느니라 (수라트 유누스 10:101)

그런데도 그들은 꾸란을 깊이 생각하지 않느뇨 아니면 그들의 마음이 닫혀있

단 말이뇨 (수라트 무함마드 47:24)

둘째: 모든 피조물과 그 피조물이 갖고 있는 효력도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

셨다는 지식과 확신을 갖는 것이다.

눈과 보는 기능을 창조하셨고, 귀와 듣는 기능, 혀와 말하는 기능, 태양과 열과 

빛의 기능, 불과 타는 기능, 나무와 과일을 맺는 기능 등 모든 사물과 그것들의 기

능을 창조하셨다. 

셋째: 모든 피조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것들의 임무를 수행하고 집행하는 

한분이 바로 하나님으로 그분에게 견줄 수 있거나 비유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것은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 그것들

은 자신들에게 유익함을 주거나 해를 끼칠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생명도, 죽음

과 부활도 갖고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배하고 있어 그들이 하나님을 필

요로 하고 있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이 우주를 운

하는 유일한 분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일들을 관리하는 분이시다. 하늘과 땅을 

운용하시고, 물과 양, 불과 바람,  혼과 식물, 유성과 무생물, 지도자와 장관, 부
자와 가난한 자, 강자와 약자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분이시다.  이와 관

련하여 그분께 비유되거나 견줄 수 있는 것 아무도 없다. 우주만물의 모든 것이 

그분의 통제를 받으며 그분께서 정해준 운명에 복종하고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

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하라 권능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는 당신이 원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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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통치권을 주시고 당신의 뜻 로 통치권을 빼앗기도 하시며 또 광되게도 

하고 천하게도 하십니다 선은 당신의 손안에 있습니다 진실로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행하실 권능을 지니셨습니다 당신은 밤을 낮으로 하고 낮을 밤으로 하시며 

죽은 자를 소생시키고 산 자를 죽게 하시나이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자

에게 무한정한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수라트 아알 이므란 3:26‐27)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으로 그분께서 원하는 방법과 원하

시는 때에 피조물들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운용하신다. 그분께서는 어떤 것을 

창조하시되 그것의 기능을 빼앗아가기도 하신다.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혀나 있으나 말하지 못하고, 바다가 있으나 가라앉지 못하

고, 불이 있으나 태우지 못하는 것은 그분께서 각자의 기능을 가져가셨기 때문이

다. 그분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분에게는 그분께서 원하는 로 행할 수 있는 능

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절 자이신 그분 외에는 숭배 받을 신이 없다. 그분

에게만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창조주보다 어떤 다른 것에 더 깊이 향을 받는다. 그래서 그

들은 그것에 집착하면서 창조주를 소홀이 한다. 그러나 우리는 지식과 시각으로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창조주에게 지향해야 하고, 다양한 형상들을 가진 피조물

들을 보고 그것들을 다양한 형상으로 창조하고 창조주를 보아야 한다. 다음은 이

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하라 하늘과 땅에서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시는 분은 누구이시뇨 

듣게 하고 보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시뇨 죽은 자를 살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시뇨 

산자를 죽게 하는 분이 누구이시뇨 세상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이시뇨 그들

은 하나님이시라고 답할 것이라 말하라 그렇다면 너희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

지 않느뇨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요 진리의 주님이시니 그 진리 외에는 모두가 

방황이니라 그런데도 너희가 그 진리를 외면하겠느뇨

(수라트 유누스 10:31‐32)

넷째: 모든 것의 저장 창고는 하나님에게 있으며 그 어떤 다른 존재에게도 있지 않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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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의 저장 창고는 하나님에게 있다. 지식, 안내, 빛, 웅변, 예
절,  먹을 것과 마실 것, 종자와 열매, 물과 바람, 재물,  양과 산 등 모든 것이 하

나님과 함께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더 많이 그분을 숭배하고 그분

에게 복종해야 한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켜주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분이시고 주심에 가장 훌륭한 분이시다. 그분의 주심을 제지할 수 있는 

자 아무도없고 그분께서 제지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자 아무도 없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알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일용할 모든 양식이 나에게 있으며 필요한 양 외에는 내려주지 아니 할 것이니

라 (수라트 알‐히즈르 15:21)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한 절 적 힘을 갖고 계신다.

1) 그분께서는 수단을 주시거나 제공하신다. 때로는 식물을 재배하는 수단으

로 물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임신을 하는 수단으로 성교하도록 하셨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그분께서 제공해주는 다양한 여러 수단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분의 계명에 따라 합법적으로 인정된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오직 그분에

게만 의지해야 한다. 그분에게 견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분에게 상 할 자도 없

기 때문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도들이여 허락된 좋은 것들을 섭취하되 선을 행하라 나는 너희가 행하는 일

들을 알고 있느니라 (수라트 알‐무으미눈 23:51)

2) 때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주시기도 한다. 어떤 것을 마음에 두시고 “있어

라”라고 말씀하시면 그 어떤 것이든 존재한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무가 없는 양

식을 주셨고 남자와 잠을 자지 않았는데도 아이를 주셨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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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하나님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그 아이를 수락하사 그녀가 순결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사가리

아로 하여금 그녀를 돌보도록 하셨노라 그가 그녀가 있는 방에 들어갈 때마다 그

녀에게 먹을 양식이 있음을 발견하고서 말하길 마리아여 이것을 어디서 가져왔

어요 라고 물으니 그녀가 말하길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이 원하는 자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십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그분

이원하시는 자에게 한없이 베푸는 분이십니다 (수라트 아알 이므란 3:37)

3)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그분의 능력을 반작용으

로 사용하기도 하신다. 뜨거운 불을 차갑게 하셨다. 파라오와 그의 군 를 익사시

키면서 모세를 구하셨다. 전자의 경우는 동일한 하나의 명령으로 그렇게 하셨으

며, 후자의 경우는 하나의 같은 바다에서 같은 시간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또 

바다와 캄캄한 고래 배속에 있던 요나를 구하기도 하셨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에 뜻을 두시고 있어라 명령하시면 그것이 있게 되니

라 (수라트 야씬 36:82)

이것은 창조된 것들에 관련된 것이고 다음은 상황과 관련된 것이다.

1) 모든 상황을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 뿐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풍요와

빈곤, 건강과 질병, 행복과 불행, 웃음과 울음, 명예와 불명예, 삶과 죽음, 안전과 

공포, 냉과 온, 안내와 방황, 행복과 불행 등 이러한 모든 상황을 두시는 분도 오

직 하나님뿐이시다.  

2) 이러한 모든 상황을 지배하고 이러한 상황을 좌우우지 하는 분도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분의 명령과 허락이 없이는 빈곤이 풍요

로 변하지 않고, 병이 건강으로, 불명예가 명예로, 웃음이 울음으로, 생명이 죽음

으로, 차가운 것이 뜨거운 것으로, 방황이 안내로 변경되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

로 모든 형태의 상황이 다 그렇다. 이러한 모든 상황이 오고, 증가되고, 줄고,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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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종료되는 것도 그분의 명령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 변화를 원할 

때 이 상황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분께서 제정한 법에 따라 

간구해야 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하라 권능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는 당신이 원하는 자에게 통치

권을 주시고 당신의 뜻 로 통치권을 빼앗기도 하시며 또 광되게도 하고 천하

게도 하십니다 선은 당신의 손안에 있습니다 진실로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행하

실 권능을 지니셨습니다 (수라트 아알 이므란 3:26)

3) 위에 언급된 모든 상황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그분께서 건강과 재물과 그 밖의 것들을 인간에게 주려고 하신다 해

도 그분의 보물 창고는 하나의 핵 무게만큼도 줄어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것

이그분과 함께 하고 있어 얼마를 주는 간에 아무 것도 축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러므로 그분만을 찬양하고 찬미해야 한다. 그분은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라 모든

광을 받아야 할 분이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필요로 하

는 분이 아니라 찬양과 찬미를 받아야 할 분이시니라 (수라트 루끄만 31:26)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다르르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하나

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하자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나의 종이들이여,  나
는 나에 한 억압을 금지하 고, 너희들에게도 그것을 금지하 느니라. 그러므

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지 말라. 나의 종들이여, 너희 모두는 방황하고 있으나 나

의 안내를 받은 자는 그렇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나로부터 안내를 받으라. 나의 

종들이여, 너희 모두는 배고픈 자들이나 나의 양식을 공급받은 자는 그렇지 않느

니라. 그러므로 나에게서 양식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양식을 줄 것

이니라. 나의 종들이여, 너희는 벌거벗고 있으나 내가 옷을 입혀준 자는 그렇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입을 옷을 나에게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입을 

옷을 줄 것이니라. 

나의 종들이여 너희는 밤낮으로 죄를 있으나 내가 모든 죄를 사하여 줄 것이니

라. 그러므로 나로부터 죄 사함을 간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죄를 용서하여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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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라. 나의 종들이여, 너희는 나를 해치려 해도 해치지 못할 것이요 나를 유익하

게 해도 나를 유익하게 못하니라. 나의 종들이여, 처음에 온 자와, 마지막으로 온

자와, 인간과 진 모두가 너희 중 어떤 한 사람의 마음처럼 순수하다 할지라도 나의 

왕국에 핵의 무게만큼도 보탬이 되지 않느니라. 
나의 종들이여, 처음에 온 자와, 마지막으로 온자와, 인간과 진 모두가 너희 중 

어떤 한 사람의 마음처럼 사악하다 할지라도 나의 왕국을 핵의 무게만큼도 축내

지 않느니라. 나의 종들이여, 처음에 온 자와, 마지막으로 온자와, 인간과 진들 모

두가 한 곳에 서서 나에게 간구하면 각자가 요구한 것을 줄 것이라. 너희 모두가 

간구한 것을 준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조금도 축나지 않느니라. 바닷물

에 바늘을 넣었을 때 묻는 물의 량만큼도 줄어들지 않느니라. 나의 종들이여, 내가 

너희를 계산하는 것은 너희의 행위이며 그에 따라 보상을 하느니라. 그러므로 좋

은 일이 있을 때면 나에게 감사하고 좋은 일이 없을 때는 어느 누구 때문이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느니라.”40)  

믿음의 축복

성공과 명예는 믿음과 훌륭한 일에 달려있는 것이지 재물과 권력과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면서 그분의 

사도의 안내를 받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로 인하여 기뻐하실 것이

요, 빈부에 관계없이 그에게 베풀 것이요, 그를 지원할 것이요, 그를 도울 것이

요, 그로 하여금 천국에 들게 할 것이요, 그를 보호할 것이다. 그가 아부 바크

르, 우스만, 알리, 또는 빌랄, 암마르, 살만과 같지는 않을 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명예를 수여하실 것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

씀이다.   

진정한 권세는 하나님과 사도와 믿는 자들에게 있나니 위선자들은 이를 모

르고 있느니라 (수라트 알‐무나피꾼 63:8)

한편 파라오, 까룬, 하만과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비록 그가 재물과 부를 

통하여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하더라고  하나님께

40) Narrated  by Muslim  (no.  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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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그를 불명예스럽게 만드실 것이다. 만일 이러한 불신자가 이미 가난과 비

참한 불명예를 갖게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쉬리킨들을 가난으로 더욱 더 

불명예스럽게 만들었던 것처럼 그를 더욱 더 불명예스럽게 만드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바른 행위와 주님만을 위한 숭배를 하기 위해 인간을 창조

하셨다. 단순히 재물과 재산을 증식하고 허 을 추구하도록 하기위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다. 주님을 숭배하기보다는 이러한 일에 전념하고 있는 인간

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를 그것들의 노예로 만들어 그것들이 그를 현세와

내세에서 비참한 패배자가 되도록 하실 것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자식들로 경탄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현세에서 그들

에게 벌을 내리시고 그들의 혼이 불신의 상태로 이 세상을 떠나게 하고자 하

심이니라 (수라트 알‐타우바 9:55)

믿음의 등급

마음의 믿음은 현재의 믿음과 잃어버린 믿음과 요구되는 믿음 세 등급이 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인간창조 이유 안에 내재하고 목적이다. 믿음은 다섯 기둥에 여

러 가지를 두고 있다. 믿는 자는 재물을 증식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처럼 자

신의 믿음의 증 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현재의 믿음에 잃어버린 믿음을 더하

여 요구된 믿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으로 약속된 것을 획득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과 사도 그리고 사도에게 전달된 성서와 너희 이전에 계

시된 성서를 믿어라 했거늘 하나님과 천사들과 성서들과 사도들과 내세를 부정

하는 자 있다면 그는 크게 방황하게 되느니라 (수라트 알‐니싸아 4:136)

(3) 승리와 성공의 수단

 하나님께서는 빈부와 관계없이 각자의 인간에게 빈부에 승리와 성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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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을 주셨다. 부와 지위를 얻는데 성공하지 못한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믿음과 바른 행위가 현세와 내세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
것은 바로 각 개인의 권리다. 각 개인의 믿음은 마음에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행

위는 각 인간의 손과 발에 의해 행하여진다. 그래서 마음에 믿음을 갖고 손발로 바

른 행위를 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현세와 내세에서 승리하고 성공한다. 그
러나그렇지 않는 자는 모두가 실패자가 될 것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

의 말씀이다.

흘러가는 세월을 두고 맹세하사 실로 모든 인간은 잃게 되니라 그러나 믿음으

로 선을 실천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진리를 권장하고 인내하

는 자들은 그렇지 않느니라 (수라트 알‐아스르 103:1‐3)

1) 현세와 내세에서의 승리와 성공은 믿음과 바른 행위에 달려 있다.  하
나님께 있어서의 인간의 가치는 믿음과 바른 행위이지 재물과 물질도 아니고 지

위도 아니다. 하나님께 있어서의 인간의 가치는 속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인간 

그 자체가 아니다. 아부 라합은 훌륭하고 존경받는 가문 출신이다. 그렇지만 그

는 타오르는 불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

문이다. 그런데 아프리카 출신의 빌랄은 하나님 외에는 숭배 받을 신이 없다는 

믿음 때문에 온갖 박해를 받았다. 그는 그의 배위에 놓인 무거운 돌 무게 때문에 

거의 죽을 뻔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위를 주었고 메카가 정복되

던 날 빌랄은 카으바 위에 올라가 사도를 위해 아잔(azan; 예배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을 부르는 의로운 일을 하고 일생을 마쳤다. 예언자는 천국에서 

앞에 있는 빌랄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셨다.

노아의 백성들은 풍요가 승리와 성공이라고 믿었고, 아드의 백성들은 힘이 승

리와 성공의 비결이라 믿었다. 사무드의 백성들은 제조업이 성공의 비결로 믿었

고, 아브라함의 백성은 우상숭배가 승리와 성공을 안겨준다고 믿었다. 슈아이브 

백성은 사업을, 사바의 백성들은 농업을, 나므루드와 파라오의 백성은 국가와 권

력을, 그리고 까룬의 백성은 부가 승리와 성공을 결정짓는다고 믿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보내 하나님만을 숭배하도록 하

면서 승리와 성공의 비결은 그러한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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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사도에게 복종하면서 마음에 믿음을 갖고 바른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하

셨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과 사도에게 복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가 승리하느

니라 (수라트 알‐누르 24:52)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을 믿고 예배를 드리며 그들에게 베풀어 준 양식

을 선용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들은 그 에게 계시된 것과 그 이전에 계시된 

것과 내세를 믿나니 그들이 바로 주님의 안내를 받아 화를 누릴 자들이니라 (수
라트 알‐바까라 2:3‐5)

2) 사도들을 배신했던 이들 백성들의 불신은 계속되고 그들이 가진 것으로

잘못되어 가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고 예언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믿

는 자들을 구하고 이들에게 저들에 한 승리를 안겨주셨다. 물질에 한 그들의 

욕심이 죄를 낳게 하고 이들의 죄가 커지면서 그들은 고통스러운 징벌을 맛보게 

되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는 저들 각자의 죄악에 따라 징벌을 내렸노라 저들 중에는 돌 폭풍우로 벌을 

받은 백성이 있었고 큰 벼락을 맞은 백성도 있었노라 또한 나는 지로 하여금 

그들을 삼켜버리도록 하 고 또 물에 익사하게도 하 노라 이것은 하나님 스스

로가 저들을 욕되게 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스스로를 욕되게 한 것뿐이라 (수라

트 알‐안카부트 29:40)

그리하여 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나는 나의 자비로 살레와 그와 함께 하 던 

믿는 자들을 구하고 수치스러운 날로부터 그들을 구제하 노라 실로 그 의 주님

께서는 전권을 가지신 전능하신 분이시니라 그리하여 징벌이 죄인들을 엄습하니 

그날 아침 그들은 죽어 집에 엎드려 있었노라 (수라트 후드 11:66‐67)

영혼의 청결(tazkiyah)에 대한 해석

타즈키야(tazkiyah)는 자신을 내적 외적으로 모든 오염과 더러움으로부터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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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타즈키야는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
첫째: 하나님의 권리와 관련된 것이다. 이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쉬르크,  위

선, 리야(riya; 가장, 허위)로부터 자신을 청결하게 한 후 하나님만을 숭배하는 종

교가 되게 하는 것이다.

둘째: 사도의 권리와 관련된 것이다. 이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이설(bidʹah)로
부터 자신을 청결하게 한 후 하나님께서 제정한 법에 근거하여 하나님만을 숭배

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인간의 권리와 관련된 것이다. 복종과 바른 예절로 자신을 청결하게 하

고, 불복종과 나쁜 예절로부터 자신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다. 즉 악의, 질투, 거짓

말, 비방, 그리고 타인의 권리에 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청결하게 하는 것을 말

하며 바른 예절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다. 누구나 이 덕목을 실

천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이만에서 높은 위상과 지식, 행위, 윤리 그리고 천

국에서 높은 지위를 갖는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인간을 창조한 후 그것을 완성하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나니 하나님께서는 인

간에게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바른 것인가를 보여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자신을 정

화하는 자는 성공할 것이요 자신을 더럽히는 자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니라 

(수라트 알‐샴스 91:7‐10)

그러나 스스로를 청결케 한 자는 번창할 것이니 주님의 이름을 찬미하고 기도

하라  너희가 현세의 삶을 좋아하나 내세가 더 좋으며 원하느니라 (수라트 알‐
아을라 87:14‐17)

현세와 내세에서의 진정한 성공이란 요구되는 것으로 승리하는 것이요 두려

움으로부터 구원되는 것이다. 

믿음을 가진 구성원들의 다양성

1) 믿음을 가진 피조물들의 다양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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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사들의 믿음은 변화가 없다.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그들은 나

님께서 명령한 것을 거부하지 않고 오로지 명령받은 로만 행한다.

(2) 예언자들의 믿음은 증가할 뿐 감소하지 않는다. 하나님에 한 그들의

완벽한 지식 때문이다. 그러나 믿음의 수준은 서로 다르다. 

(3) 나머지 무슬림의 믿음은 복종하면 증가하고 불복종하면 감소한다. 이
들 역시 서로 다른 수준의 믿음을 갖는다.

믿음의 첫 번째 수준에 있는 자들은 무슬림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

고 숭배한다. 오직 하나님만을 숭배하도록 만들고 그분으로 하여금 기뻐하시

도록 한다. 비슷한 수준 혹은 보다 높은 수준에 있는 자들과 바른 거래를 하

도록 하기 위해 자신과 타인에 한 부정한 행위를 막는 강한 수준의 믿음을 

필요로 하게 한다. 통치자와 백성 혹은 남자와 가족의 관계처럼 낮은 지위에 

있는 자들과 좋은 사회적 관계를 갖도록 하기 위해 자신과 타인에 한 부정

한 행위를 막는 강한 수준의 믿음을 필요로 하게 한다. 

믿음과 이에 한 확신이 증가하면 바른 행위도 더 늘어나 인간은 하나님

의 권리와 자신의 권리를 충실히 수행한다. 그와 더불어 창조주와의 관계 드

리고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완벽한 예절을 보인다. 이러한 것이 현세와 내세

에서 가장 높은 서열이다.

2 인간은 부동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

서 인간은 상승할 수도 있고 하강할 수도 있으며,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으며, 앞으로 나갈 수도 있고 뒤로 후퇴할 수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다. 본능과 이슬람 견지에서 볼 때 인간은 결코 지

속적으로 멈추어 있지 않는다. 인간은 살아 있는 한 달콤한 열매 혹은 쓰디쓴 열매

를 맺는 한 그루의 나무와 같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행위와 업적에 따라 어느 순간 천국이 아니면 불지옥으로 

말려서 들어간다. 빠르게 가는 자도 있고 느리게 가는 자도 있다. 앞으로 가는 자

도 있고 뒤로 가는 자도 있다. 길 위에 멈추어 서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단지 가

는 방향이 서로 다르고 속도가 서로 다르고 얻고 잃은 것이 서로 다를 뿐이다.

그래서 믿음과 바른 행위를 통해서 천국으로 향하지 못하는 자는 그의 불신과 

나쁜 행위로 인하여 의심할 바 없이 뒤돌아 불지옥으로 가게 된다. 온전한 종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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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것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인간에게 내려진 경고는 너희 중에 앞서 가려는 자들과 주저하려는 자들을 위

한 것이라 (수라트 알‐무다씨르 74:36‐37)

3 믿음의 구성원들은 그들의 믿음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예

언자들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다르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언자 교우들

(sahaabah)의 믿음도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바른 신앙인들의 믿음도 불결한 

자들의 이만과 다르다.

가장 큰 믿음의 차이점은 하나님과 그분의 명칭과 속성과 행위에 한 지식이 

마음에 얼마나 깊이 뿌리박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그분께서 인간을 위해 제정하

신 법, 그분에 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마음에 얼마나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느

냐에 달려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어느 정도 

마음 깊은 곳에 내재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4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에 한 지식층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이다.그분

의 본질에 한 사랑, 그분의 이흐싼에 한 사랑, 그분의 아름다움에 한 사

랑, 그분의 장엄함에 한 사랑이 숭배의 핵심이다. 이것들에 한 사랑이 강해

지면 강해질수록 더 완벽하게 복종하게 되고, 더욱더 그분을 찬양하게 되고,  그
분과 관련한 기쁨과 위안이 더 완벽해진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

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의 잘못과 믿는 남성과 믿

는 여성의 과오를 위해 용서를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행위와 너희가 거주

할 곳을 알고 계시느니라 (수라트 무함마드 47:19)

타우히드와 믿음을 믿는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

  다음은 타우히드와 믿음을 믿는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들이다.

1)하나님 그리고 천사들, 성서들, 사도들, 마지막 날, 좋고 나쁜 까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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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dar; 운명)에 한 믿음을 갖는 것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과 사도와 그리고 사도에게 전달된 성서와 너희 이전

에 계시된 성서를 믿어라 했거늘 하나님과 천사들과 성서들과 사도들과 내세를 

부정하는 자 있다면 그는 크게 방황하게 되느니라 (수라트 알‐니싸아 4:136)

2) 숭배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해야 하고 그분 외의 것에 한 숭배는 피

해야 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들에게 내려진 명령은 하나님만을 숭배하고 진실한 믿음이 되도록 그분께 

헌신하며 예배하고 이슬람세를 바치는 것들로 이것이 올바른 길을 걷는 백성들

의 종교이니라 (수라트 알‐바이이나 98:5)

3)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에 한 복종 그리고 하나님께 거역하지

않는 통치자에 한 순종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께 복종하고 사도와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너

희가 어떤 일에 분쟁이 있을 경우 하나님과 사도에게 의탁하라 너희가 하나님과 

내세를 믿는다면 그것이 최선이요 보다 적절한 방법이니라 (수라트 알‐니싸아 

4:59)

다음은 이븐 우마르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예언자께서 말씀하길, 
“모든 무슬림은 지도자가 죄에 빠지도록 명령하지 않는 한 그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의 지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죄에 빠지도록 지시를 내린다면 그에게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고 따른 의무도 없지요.”41)

4) 이슬람 지식을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41)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7144)  and Muslim  (no.  1839). The Wording  is  that  of
Muslimʹ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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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성서와 지혜와 예언자의 직분을 부여받은 한 인간은  백성들

에게 하나님 신에 그를 숭배하라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학자가 되어 성서를 

가르치고 연구하라 하셨느니라 (수라트 아알 이므란 3:79)

5) 이슬람을 소개하고 선행을 권장하되 악행을 막아야 한다. 다음은 이와 관

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으로 너희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선을 촉구하고 계율을 지키며 악을 멀

리하라 그리하면 번창할 것이니라 (수라트 아알 이므란 3:104)

6)하나님을 위해 지하드(jihad)를 하는 것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박해가 사라지고 종교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될 때 까지 그들에게 

항하여 성전하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우상숭배를 단념한다면 그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하는 것을 지켜보실 것이니라 (수라트 알‐안팔 8:39)

7) 하나님의 동아줄에 매달려 분열하지 않는 것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두가  하나님의 동아줄을 붙잡되 분열하지 말라 (수라트 아알 이

므란 3:103)

8) 내적 외적으로 종교에 확고부동해야 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는 명령받은 바른 길을 걸을지니 그 를 따라 회개하는 자들도 마찬가지

라그리고는 죄를 짓지 말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행하는 것들을 지켜보고

계시니라 (수라트 후드 11:112)

9) 타인과의 관계에서 예절을 지켜야 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

의 말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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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을 베풀고 선을 명령하되 우매한 자들을 멀리하라 (수라트 알‐아으

라프 7:199)

10)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하고 회개해야 한다. 다음은 이와관련

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그 때에 떼를 지어 하나님의 종교에 귀의하

는 사람들을 그 는 보느니라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주님께 용서를 간구

하라 참으로 그분께서는 가장 관 하신 분이시니라 (수라트 알‐나스르 110:1‐3)

(4) 타우히드와 믿음의 구성원들에 대한 보상

하나님께서는 현세와 내세에서 타우히드와 믿음의 구성원들에게 고귀한 약속

을 하셨다. 고상한 약속에는 성공을 약속하셨고, 안내와 승리를 약속하셨고,  리 

통치와 지상에서의 거주를 약속하셨고, 안전과 구원을 약속하셨고, 축복을 약속

하고 그들에 한 불신들의 통치를 제지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그분에게 

가까이 할 수 있는 약속과 그들에 한 그분의 사랑을 약속하셨다.

내세에서의 그들을 위한 그분의 약속은 원한 축복이요 그곳에서의 위 한 

주권이다. 현세에서 눈이 볼 수 없었던 것, 귀가 들을 수 없었던, 마음이 느껴보지 

못했던 것들을 약속하셨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들의 선행에 한 보답으로 그들의 눈을 기쁘게 할 숨겨진 것이 무엇인지 아

무도 모르느니라 (수라트 알‐싸즈다 32:17)

타우히드와 믿음의 구성원들에게 주어지는 위 한 명예들 중에는 다음과 같

은 것들이 있다.

첫째: 현세와 내세에서의 즐거운 삶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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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모든 남녀에게 나는 행복한 삶을 부여할 것이요 그들이 

실천한 선행에 하여 최상의 것으로 보상할 것이니라 (수라트 알‐나흘 16:97)

둘째: 천국에 들어가는 보상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밑으로 강물이 흐르는 천

국을 주시니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뜻하시는 바를 행하시니라 (수라트 

알‐핮즈 22:14)

셋째: 천국에서 생하는 축복의 보상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

씀이다.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 그들을 위해 천국이 있

고 그 밑에는 강물이 흐르니라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주어질 때면 이것은 이

전에도 저희에게 베풀어졌던 것이옵니다 라고 그들은 말하노라 또한 그들에게

는 그와 유사한 것들이 주어지리니 그곳에 순결한 동반자가 있어 그 안에서 함

께 생할 것이니라 (수라트 알‐바까라 2:25)

넷째: 주님의 기쁨을 사는 축복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신앙인들에게 아래로 강물이 흐르는 천국을 약속하셨으며 그들은 

그곳에서 생할 것이라 에덴의 천국에는 아름다운 주거지가 있노라 그러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것이 가장 위 한 승리이니라 (수라트 알‐
타우바 9:72)

다섯째: 천국에서 주님을 보는 축복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

씀이다. 

그날 어떤 자들은 그들의 얼굴에서 빛이 나며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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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라트 알‐끼야마 75:22‐23)
여섯째: 주님 가까이 있는 축복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강물이 흐르는 천국에서 기거하며 전능하신 

주님 곁에서 진리의 자리에 있게 되느니라 (수라트 알‐까마르 54:54‐55)

일곱째: 천국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축복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

의 말씀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실로 그날 천국에 거주하는 자들은 그들이 행한 것으로 크게 기뻐할 것이라 

그들은 그의 아내들과 시원한 그늘에서 치장된 침상에 기 어 모든 종류의 과일

을 즐기며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갖게 되고 평안하라는 자비로운 주님의 말

씀을 듣게 되노라 (수라트 야씬 36:55‐58)

여덟째: 불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축복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 중에 거기에 이르지 아니할 자 아무도 없나니 그것은 너희가 피할 수 

없는 주님의 단호한 결정이시라 그러나 나는 악을 경계하는 자들은 구하고 사악

한 자들은 그 안에서 무릎을 꿇게 하여 남겨 둘 것이니라 (수라트 마리아 19:71‐
72)

현세에서 약속받은 양상은 오늘날 많은 무슬림들의 생활 속에서 발견되지 않

는다.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약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현재의 믿음에 요구

되는 믿음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약속된 것을 얻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약속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본질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과 행위가 예언자들과 교우들의 

것과 유사해야 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들이 너희가 믿는 것처럼 믿는다면 그들은 올바른 길로 인도될 것이나 그들이 

돌아선다면 그들은 오직 대립 속에 있는 것 뿐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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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항하도록 충만하게 할 것이니 그분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

는 분이시니라 (수라트 알‐바까라 2:137)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과 사도 그리고 사도에게 전달된 성서와 너희 이전에 

계시된 성서를 믿어라 했거늘 하나님과 천사들과 성서들과 사도들과 내세를 부

정하는 자 있다면 그는 크게 방황하게 되느니라 (수라트 알‐니싸아 4:136)

믿는 자들이여 이슬람으로 온전히 귀의하라 그리고 사탄의 발자국을 따르지 

말라 사탄이야말로 사악한 너희의 분명한 적이니라 (수라트 알‐바까라 2:208)

2) 천사들에 대한 믿음

천사들에 대한 믿음

천사들에 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두어 존재하고 있다는 확신이

다. 그분께서 천사들을 두시고 가브리엘 이라는 이름을 붙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이름을 모르는 천사들도 있지만 그들의 존재도 믿고 그들의 특징과 그

들이 하는 일도 믿는다.
천사들의 신분은 하나님만을 숭배하는 고상한 존재다. 그들에게는 주권도 신

성도 없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빛으로 창조한 보이지 않는 존재이다. 다음

은 이와 관련하여 아이샤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사도께서 말씀하

길, “천사들은 빛으로부터 창조되었고, 진(jin)들은 무연의 불꽃으로부터 창조

되었고, 아담은 여러분에게 묘사했던 것으로부터 창조되었지요.”42) 

천사들의 임무는 하나님을 숭배하고 그분을 광되게 하며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거만을 피우지 않고 

싫증을 내지도 않노라  그들은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기력이 쇠하지 

않노라 (수라트 알‐안비야 21:19‐20)

42) Narrated  by Muslim  (no.  2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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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들은 하나님께 복종만 하는 존재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완전한 복

종을 주셨고 그 복종을 수행하는 힘을 주셨으며 선천적인 복종의 속성만 주셨

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는 자들이여 인간과 돌들이 연료가 되어 타고 있는 지옥불로부터 너희 자

신과 너희 가족을 구하라 그 위에 천사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명령한 로 거역

하지 아니하고 엄하게 집행하느니라 (수라트 알‐타흐림 66:6)

천사들의 수

천사들의 수는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헤아릴 수 없다, 그들 중에는 권자를 운

반하는 천사들이 있고, 천국을 지키는 천사들이 있고, 불지옥을 지키는 천사들이 

있고, 감시하며 기록하는 천사들이 있다. 그들 중에는 매일 바이트 알‐마으무르

(al‐bait al‐maʹmuur)에서 예배하는 7만 명의 천사들이 있다. 예배하고 떠나는 

천사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승천의 밤(al‐mí raaj) 예언자께서 일곱 번째 하늘에 도착하여 이렇게 말씀하

셨다. “나에게 바이트 알‐마으무르가 보여졌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에게 그것에 

관해 질문했을 때, 그‘것은 바이트 알‐마으무르이며 7만 명의 천사들이 매일 예

배를 합니다. 예배하고 떠나면 그들은 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라고 

답하 지요.”43)

천사들의 이름과 임무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고귀한 종들로 그들의 임무는 그분께 복종하고 

숭배하는 것이다. 그들 중에는 단지 그분께서만 아는 천사들이 있고 그들의 수와 

임무를 우리에게 알려준 천사들이 있다. 그분께서는 그들 각자에게 서로 다른 

임무를 부여하셨다.

1) 가브리엘: 그는 계시를 예언자들과 사도들에게 전달하는 임무를 띤 천사다.

2) 미카엘: 그는 비와 식물을 관장하는 임무를 띤 천사다.

43)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3207)  and Muslim  (no.  162).  The Wording  is  that  of 
Bukhariʹ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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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스라펠: 나팔을 부는 임무를 띤 천사다.

이세 천사는 모든 천사들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천사들로 생명의 수단을 관장

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마음의 생명인 계시와 관련한 임

무를 맡고 있고, 미카엘은 죽은 땅에 생명을 불어넣는 비를 관장하는 임무, 그리고 

이스라펠 천사는 죽은 후 육신에 생명을 불어넣는 임무를 맡고 있다.

4) 말리크: 불지옥을 관장하는 임무를 띤 천사다.

5) 리드완: 천국을 관장하는 임무를 띤 천사다.

그들 중에는 죽음을 사망했을 때 혼을 데려가는 죽음을 관장하는 임무를 띤 

천사들이 있고, 권자를 운반하는 천사들, 천국을 지키는 천사들, 불지옥을 지키는 

천사들, 산들을 관장하는 천사들,  양을 관장하는 천사들, 아담의 후손들을 보호

하는 천사들, 각 인간을 감시하면서 각 인간의 행위와 업적을 기록하는 천사

들, 밤낮으로 각 인간에게 임명된 천사, 아침과 저녁에 교 하는 천사들, 디크르
(dhikr;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하는 것)를 수합하는 천사들, 자궁에 있는 태아

를 관장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가 먹을 양식과 행위와 수명과 불행과 

행복을 기록하는 천사들, 무덤에 묻힌 고인에게 주님과 종교와 예언자들에 관하

여 질문하는 천사들이 있다. 이들 외에도 모든 것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외에는 

알 수 없는 천사들이 많이 있다.

알-키람(al-Kiraam)과 알-카아티빈(al-Kaatibiin)의 임무 

하나님께서는 알‐키람(al‐Kiraam;  고상한 자)과 알‐카아티빈(al‐
Kaatibiin; 기록하는 자)이라는 기록자들을 창조하시고 이들로 하여금 인간을 보

호하면서 인간의 생각과 행위를 기록하도록 하셨다. 이들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 의도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를 기록한다. 각 인간에게는 두 

명의 천사들이 함께한다. 오른쪽에 있는 천사는 그 인간의 선한 생각과 선한 행위

를 기록하고 왼쪽에 있는 천사는 나쁜 생각과 나쁜 행위를 기록한다. 다음은 이

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하여 너희를 감시하는 자들을 두었노라 이들은 명예로운 기록자들이며 

이들은 너희가 하는 일을 모두 알고 있느니라 (수라트 알‐인피타르 8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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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인간을 창조하 으니 나는 인간의 마음속에 속삭이고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느니라 인간의 목에 있는 혈관보다 내가 더 인간에게 가까이 있느니라 

두 명이 임명되어 우측과 좌측에 앉아 인간의 모든 행위를 관찰하고 있느니라 

인간이 하는 모든 말은 함께하고 있는 천사에 의하여 감시되고 기록되느니라 

(수라트 까프 50:16‐18)

너희 가운데 말을 감추는 자나 밝히는 자나 밤에 숨어있는 자나 낮에 걷는 보

행자도 하나님에게는 마찬가지라 모든 인간에게는 그의 앞과 뒤에 천사들이 있노

라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인간을 보호하며 지켜보고 있느니라

(수라트 알‐라으드 13:10‐11)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사도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천사들아, 인간이 나쁜 일

을 하려고 마음먹었다가 행하지 아니하면 기록하지 말고 행하면 사실그 로 

기록하라. 만일 나를 위해서 자제한다면 그것은 착한 행위로 기록하라.  그와

는 반 로 인간이 좋은 일을 하려고 마음먹었다가 그것을 행하지 않더라고 그

것을 기록하라. 그리고 좋은 일을 행한다면 10배에서 7백 개의 좋은 행위로 기

록하라.’”44)  

피조물로서의 천사들의 위대함

천사들은 위 한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빛에서 창조하셨다.  그리

고 그들의 위 함은 서로 다르다. 가브리엘은 가장 위 한 천사로 그는 6백 개의 

날개를 갖고 있으며 그 중에 한 개의 날개가 수평선에 걸쳐있다. 이 날개들 중에

서 한 개의 날개로 롯의 백성들이 살았던 5개의 마을을 하늘로 들어 올렸다가 뒤

집어 버렸다. 그곳이 바로 지금의 사해지역이다. 날개 하나의 힘과 위력을 짐작해 

볼 수 있다. 6백 개의 날개에 상상할 수 없는 힘과 위력이 있다는 것을 상상해 

44)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7501)  and Muslim  (no.  128).  The Wording  is  that  of 
Bukhariʹ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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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천사의 다리들이 갖고 있는 힘과 위력은 생각도 할 수 없으며 몸이 

갖고 있는 힘과 위력은 상상도 할 수 없다. 그 위에 존재하시는 주님의 힘과 위

력은 얼마나 하겠는가? 생각도 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가장 힘과 가장 큰 

위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러한 분이시기에 그러한 힘과 위력의 천사를 창조

할 수 있었다.

이스라펠은 나팔을 부는 천사다. 그가 나팔을 한 번 불어 하늘과 땅에 있던 모

든 생명체가 의식을 잃게 한다. 두 번째 나팔을 불어서는 의식을 잃은 모든 것이 

살아 일어나게 하여 쳐다보도록 한다. 이것이 이스라펠 천사가 나팔을 불 때의 힘

이요 위력이다. 몸이 갖고 있는 힘과 위력은 상상도 할 수 없다. 그 위에 존재하시

는 주님의 힘과 위력은 얼마나 하겠는가? 생각도 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가

장 힘과 가장 큰 위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러한 분이시기에 그러한 힘과 위력의 

천사를 창조할 수 있었다.

권자를 받치고 있는 천사들이 있다. 이 천사들의 모습은 그들의 귀에서 어깨까

지의 거리가 무려 7백년 여행을 해야 닿을 만큼의 거 한 천사들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거리는 상상이 불가능한 거리일 것이다. 그 위에 존재하시는 주님의 

힘과 위력은 얼마나 하겠는가? 생각도 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가장 큰 힘과 

가장 큰 위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러한 분이시기에 그러한 힘과 위력의 천사를 

창조할 수 있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라 그분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두 개 

세 개 네 개의 날개를 가진 천사들을 전령으로 두셨으며 그분의 뜻 로 창조를 

더해 가시니라. 이는 모든 것에 한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 (수라트 파

티르 35:1)

다음은 이븐 마스우드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무함마드는 6백 개

의 날개를 가진 천사를 보았지요.”45) 다음은 자비르 빈 압둘라가 전하고 있는 예

언자의 말씀이다. 예언자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권자를 받치고 있는 한 천사에 

관한 소식을 전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지요. 그의 귀에서 어깨까지는 7백 년 동

45)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4857)  and Muslim  (no.  174).  The Wording  is  that  of 
Bukhariʹ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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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여행해야 이를 수 있는 거리이지요.”46)

천사들에 대한 믿음이 안겨주는 열매

1) 하나님의 위 함, 그분의 능력과 힘, 지혜와 자비에 한 지식을 얻는것이

다. 그분께서 창조한 천사들의 수는 그분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이들 중에는 권

자를 받치고 있는 천사들이 있는데 귀에서 어깨까지의 거리가 7백 년을 여행해

서 도달할 수 있는 거리라고 했다. 이 천사들의 모습은 짐작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거 하다. 상상을 초월한 이 거 한 천사들이 받치고 있는 권자의 위력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위에 앉아계시는 분의 위 함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왕국의 주인

이신 하나님이시여, 홀로 광과 찬양을 받으소서.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

의 말씀이다.  

하늘과 땅을 보고 하나님의 위 함을 알 것이니라 그분께서는 가장 위 하시

고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시니라 (수라트 알‐자씨야 45:37)

2)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 아담의 후손인 인간을 보호하고, 돕고 기록하

고, 기도하도록 하셨으니 그분만이 광과 찬양을 받을 분이다. 

3) 하나님을 숭배하면서 신앙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관용

을 기원하는 천사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다음은 권자를 받치고 있는 천사들과 

그 권자의 주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권자를 떠받들고 있는 천사들과 그 주위에 있는 자들은 주님의 

광을 찬미하며 주님을 믿으며 믿는 자들을 위하여 용서를 빌고 있노라 주여 당

신께서는 모든 것 위에서 자비와 예지로 포용하시는 분이시니 회개하고 당신의 

길을 따르는 자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지옥의 징벌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소

서 주여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와 아내 그리고 자식들 중 의로운 자들을 당

신께서 약속한 에덴의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소서 참으로 당신께서는 가장 

46) Authentic; narrated by Abu Dawood (no. 4727). See al‐Silsilah al‐Sahihan (no.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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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시고 가장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그들을 악으로부터 지켜주소서 그날 악으로

부터 당신의 보호를 받는 자는 당신의 자비를 받은 자로 그것은 가장 위 한 승리

입니다 (수라트 가피르 40:7‐9)

3). 성서들에 대한 믿음

성서들(al-kutub)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안내하는 수단으로 예언자들과 사도들에게 내려준 성서

들에 한 확실한 믿음이다. 이 성서들은 그분의 말씀이고 그 성서들에 담긴 것

들은 의심할 바 없는 진리다. 성서들 중에 꾸란(Quran)이라는 것이 있고 이름과 

수를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성서들이 있다.

꾸란에 언급된 성서들

하나님께서 꾸란에 언급하신 성서들은 다음과 같다.

1) 수후프(suhuf):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한 성서

2) 토라(tawrah):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한 성서

3. 시편(zabuur):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시한 성서

4)복음(injiil):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계시한 성서

5)꾸란(Quran):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 무함마드에게 계시한성서 

성서들에 대한 믿음과 실천

이성서들은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 꾸란의 정통성

그리고 앞서온 성서들처럼 변형되거나 왜곡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이 세상 어

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기정사실이다. 우리 무슬림은 이처럼 변형되지 않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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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되지 않은 성서의 규범을 기쁘게 실천하고 이에 복종하고 있다. 이름을 모르는 

성서들로 우리 무슬림은 믿고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
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도 무함마드는 주님께서 계시한 것을 믿었고  믿는 자들도 그러하니라 그들 

모두는 하나님과 천사들과 성서들과 사도들을 믿으며 말하길 우리는 사도들을 차

별하지 아니 합니다 우리는 경청하고 복종합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용서를 간구

합니다 주여 모든 것의 마지막 종점은 당신입니다 (수라트 알‐바까라 2:285)

토라, 인질, 자부르 등 앞서 온 성서들은 모두 꾸란에 이전되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그 에게 그 이전에 계시된 것을 추인하고 증거하는 성서를 계시했느니

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진리로 그 에게 내리신 것으로 그들을 심판하되 정의에

서 벗어난 자들의 요구를 따르지 말라 (수라트 알‐마이다 5:48)

아흘루 알-키탑(ahl al-kitaab47))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해석

토라 그리고 인질로 불리고 있는 아흘루 기탑이 담고 있는 내용은 예언자 및 

사도들과 관련하여 완벽한 정통성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변경되고 왜곡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예언자들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간주하고 있다. 기독교인들

이 창조주의 신성을 손상시키는 방법으로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신성화하고 예언

자들을 비방하고 있다. 꾸란과 순나가 인정한 부분 외에는 믿지 말아야 하고 배척

해야 한다. 
그래서 아흘루 알‐키탑 구성원들이 말할 때 믿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거절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하나님과 성서들과,  사도

들을 믿지요.” 만일 그들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거절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한다면 거절할 수밖에 없다.  

47) 토라와 복음서를 믿는 신자들(역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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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교와 기독교에 관한 해석

모든 예언자들을 통해서 소개된 모든 종교는 모두가 이슬람이다. 이것만이 진리

이고 그 밖의 것은 모두가 허위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제정한 종교는 이슬람이니라 이전에 성서를 받은 자들은 

의견을 달리하지 아니하 으나 그들에게 지식이 도래한 이후부터 하나님의 말

씀을 불신하는 자가 생겨나게 되었으니 그는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니

라 (수라트 아알 이므란 3:19)

그래서 유 교와 기독교는 신성종교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래서 유 교는 모

세의 종교라고 말할 수 없고, 기독교는 예수의 종교라고 말할 수 없다. 유 교는 

토라가 계시된 후 7세기가 지나서 생겨난 종교이며 기독교도 마찬가지다. 그뿐만 

아니라 유 교와 기독교는 많은 부분이 왜곡되고 변경되고 새로운 이론이 추가

된 종교다. 이 두 종교에는 하나님의 권위, 명칭, 속성과 일치하지 않는 불신의 

요소가 많다. 하나님의 진정한 종교는 하나뿐으로 그것은 이슬람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슬람 외에 다른 종교를 추구하는 자가 있다면 결코 수락되지 않을 것이요 내

세에서 손해를 본 자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니라 (수라트 아알 이므란 3:85)

이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예언자들을 통해서 보내신 종교이므로 당연히 믿

어야 하지만 그 밖의 것은 왜곡되고 변형되고 추가되어 있으므로 배척해야 한

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들이 말하길 유 교인이나 기독교인들이 되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바른 길로 인도되리라 말하라 우리는 가장 올바른 아브라함의 종교를 따르노라 

그분은 우상숭배자가 아니었느니라 (수라트 알‐바까라 2:135)

유 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그분과 함께 다른 것을 사

신으로 두고 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유 교인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사고 기

독교인들은 방황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들도 주님께서 모든 예언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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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보내신 이슬람을 믿고 실천해야 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너희가 믿는 것처럼 믿는다면 그들은 올바른 길로 인도될 것이나 그들이 돌

아선다면 그들은 오직 대립 속에 있는 것 뿐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를 그들에 항

하도록 충만하게 할 것이니 그분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시니라 우리의 종교는 하나님의 종교라 어떤 종교가 하나님의 종교보다 더 나으

뇨 우리는 오로지 그분만을 경배함이라 (수라트 알‐바까라 2:137‐138)

하나님께서는 그분에 한 쉬르크를 부정하셨듯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

교와 기독교를 부정하시면서 이 두 종교는 아브라함 이후 불신자들이 고안해 낸 

종교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예언자 중의 예언자 아브라함을 그들의 두 종교

와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브라함은 유 교인도 기독교인도 아닌 하나님만을 경배한 성실한 무슬림

이었으며 또한 다신을 숭배한 무리 중에도 있지 아니하 느니라 (수라트 아알 

이므란 3:67)

꾸란에 대한 믿음과 실천

  하나님께서 마지막 예언자이자 가장 훌륭한 예언자이신 무함마드에게 계시

한 신성한 꾸란은 마지막 성서다. 가장 위 하고, 완벽하고, 가장 확실한 성서

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분명히 하고 온 누리를 위한 자비가 되도록 하기 위

해 꾸란을 계시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꾸란은 가장 훌륭한 성서로 가브리엘 천

사를 통해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호소력이 있는 아랍어로 가장 훌륭한 피조물인 

무함마드에게 그리고 인류를 위한 가장 위 한 움마에 내려진 것이다.
  꾸란은 타우히드와 믿음의 성서요, 하나님께로 초 (daʹwah)하는 성서이

며, 진리로 안내하는 성서다. 지식과 규범의 성서요, 보답과 보상의 성서다. 보상

을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꾸란을 읽고 암기하고 있으나 위 한 목적에는 소

홀이 하고 있다. 꾸란은 암기와 독송을 통한 숭배의 수단이다. 의미에 한 숙고와 

실천을 통한 숭배의 수단이다.
  그러므로 꾸란에 한 믿음은 의무요, 꾸란의 규범에 따라 행동하는 것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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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며, 꾸란에 근거한 예의범절을 지키는 것도 의무다. 꾸란이 계시된 후로 다

른 것에 근거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수락하지 않는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꾸

란을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왜곡이나 변경, 추가나 감소가 되지 않도록 보

존하고 계신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그 메시지를 계시했으니 내가 그것을 보존할 것이니라 (수라트 알‐히
즈르 15:9)

실로 꾸란은 온 누리의 주님으로부터 계시된 것이니라 믿음의 가브리엘 천사

가 내려와 그  마음에 전하고 그것으로 경고하도록 하 노라 그리고 명료한 아

랍어로 말씀을 전달했느니라 (수라트 알‐슈라 26:192‐195)

꾸란 절들의 안내

꾸란의 절들은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다. 소식을 알려주기도 요구하기도 한다.

 두 가지의 형태의 소식

1) 창조주에 관한 소식을 비롯하여 그분의 명칭, 속성, 행위 , 말씀에 관한 소식

이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2) 창조에 관한 소식이다. 하늘과 땅, 권자(al‐arshi)와 의자(al‐kursi), 인간과

동물, 무생물과 식물, 천국과 지옥의 창조에 관한 소식, 예언자들과 사도들, 추종

자들과 적들에 관한 소식, 각자에 한 보상 등에 관한 소식이다.

 두 가지 형태의 요구

1) 하나님 한분만을 숭배하라는 요구, 그분과 그분의 사도에게 복종해야한다

는 요구, 하나님의 계명, 예를 들어 예배하고 금식을 실천해야 한다는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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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나님에 한 쉬르크를 금지하는 요구, 이자, 간음과 간통 등에 관한경고

와 금지하는 요구,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에 한 금지요구다.

가장 중요한 요구는 하나님에 한 지식추구요, 가장 중요한 명령은, 하나님 

외에는 숭배 받을 신이 없다는 선언에 한 지식추구다. 가장 중요한 금지사항

은 불신과 쉬르크이며, 가장 중요한 기도는 바른 길로 인도하여 달라고 간구하

라는 요구다.

모든 광과 감사가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축복과 관 함이 그분의 것이

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사도를 보내주셨고, 가장 훌륭한 성서를 보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인류를 위한 가장 훌륭한 움마를 세우도록 하셨기 때문

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내리사 가장 아름다운 말씀들이 담긴 성서를 내려 보내 

주셨노라 거기에는 서로 유사한 말씀이 되풀이 되어 있노라 그것을 들을 때 주

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몸을 떠노라 그들의 피부와 마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편안하여 질 것이라 이것이 곧 하나님의 복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당

신이 원하는 자를 인도하여 주시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혹되어 있는 자들

에게는 아무런 안내자도 저들과 함께 하도록 하여 주지 아니 하시니라 (수라트 

알‐주마르 39:23)

4) 예언자들과 사도들에 대한 믿음

예언자들과 사도들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각 민족에 사도를 보내 그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숭배하

고 그분 외에 것에 숭배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보내셨다는 것을 믿고, 각 민족에 

보내진 사도들 모두는 사실이며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보낸 것을 전하

려 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의 이름을 

알려주시기도 했고 이름을 알려주지 않은 예언자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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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언자들과 사도들에 믿음

모든 예언자, 모든 사도들을 믿어야 한다. 이들 중에 한분이라도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는 그들 모두를 믿지 않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 하나님

께서 보내신 우리의 스승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전한 소식도 모두 믿어야 하

고, 그들이 가졌던 믿음의 진실을 본받아 그들을 따라야 한다. 그들은 타우히드에

충실했고 훌륭한 예절의 본보기 기 때문이다. 모든 인류와 온 누리를 위해서 오

신 마지막 예언자 무함마드의 샤리아(shariʹah; 길)를 따라야 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도 무함마드는 주님께서 계시한 것을 믿었고 믿는 자들도 그랬느니라 그

들 모두는 하나님과 천사들과 성서들과 사도들을 믿으며 말하길 우리는 사도들

을 차별하지 아니 합니다 우리는 경청하고 복종합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용서를 

간구합니다 주여 모든 것의 마지막은 당신입니다 (수라트 알‐바까라 2:285)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과 사도 그리고 사도에게 전달된 성서와 너희 이전

에 계시된 성서들을 믿어라 했거늘 하나님과 천사들과 성서들과 사도들과 

내세를 부정하는 자 있다면 그는 크게 방황하게 되느니라 (수라트 알‐니싸

아 4:136)

예언자들과 추종자들에 대한 교육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과 추종자들에게 믿음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으로 먼

저 해야 할 것을 가르치셨다. 숭배, 마음의 청결, 관찰, 생각, 인내, 종교를 위한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앙하고 일상생활에서 믿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는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

시니 모든 것이 그분에게 달려 있고, 그러므로 그분만이 숭배 받을 자격이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지식을 마음으로 확신하는 것이라 교육시키셨다. 그런 후 믿음

을 유지하기 위해 모스크 같은 건전한 곳에서 믿음과 바른 행위를 실천함에 최

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식을 쌓는 모임을 가져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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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셨다. 

종교가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키고 이만의 바른 길로 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

을 다하라고 하셨다. 그리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서 그들을 후원하

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제공하며 돕고 있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바드르 전투, 메
카및 후나인 전투에서 도움을 받아 승리한 것과 같은 느낌일 것이다. 이것은 그

들이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의지했을 뿐 다른 것에는 절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

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런 후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가는 곳이면 그곳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만을 숭배하라고 하 다. 사람들이 

현세와 내세에서 행복을 성취하도록 하나님의 규범을 가르치고 주님의 말씀을 

낭송하여 주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백성 중에서 무학자 던 무함마드를 무지한 자들에게 사

도로 보내시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하고 그들을 정화하여 성서와 

지혜를 가르치도록 하셨느니라 실로 그들은 분명히 방황하고 있었느니라 아직 

합류하지 못한 그 밖의 백성들을 위해서도 무함마드를 보내셨나니 그분께서는 

가장 강하시고 가장 현명한 분이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시라그분께서는 

당신이 원하는 자에게 은총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위 한은총을 지니신 

주님이시라 (수라트 알‐주므아 62:2‐4)

너희는 이렇게 말해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계시된 것과 아브라

함과 이스마엘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게 계시된 것과 모세와 예

수가 계시 받은 것과 예언자들이 주님으로부터 계시 받은 것들을 믿나이다 우리

는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차별하여 믿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에게만 복종할 

따름이라 (수라트 알‐바까라 2:136)

사도(ar-rasuul)

하나님으로부터 특정한 법을 계시 받고 그 법을 모르는 사람들과 알고는 있

지만 거부하는 자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칠 임무를 부여받은 인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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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언자(an-nabii)

  하나님으로부터 이전의 법을 계시 받고 그 법을 관련 구성원들에게 알리고 

회복하는 임무를 맡은 인간이다. 그래서 모든 사도는 예언자이나 모든 예언자는 

모두가 사도라고 할 수 없다. 사도와 예언자 명칭이 함께 언급되고 있다면 각 명

칭은 각각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분리되어 언급되고 있다면 각각은 다른 

명칭의 의미를 담고 있다.

예언자와 사도의 파견

  하나님께서는 각 민족마다에 그 민족을 위한 사도나 예언자를 보내면서 따

로따로의 법을 주셨다. 그리고 그로 하여 이전의 법을 부활시키도록 하셨다. 다
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는 각 공동체에서 사도를 각 민족에 보내 하나님만을 숭배하되 우상을 피

하라 하 으니 저들 중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가 있었고 방황의 길을 

걸어간 자도 있었느니라 지를 여행하며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의 말로

가어떠했는가를 보라 (수라트 알‐나흘 16:36)

내가 복음과 광명이 담겨져 있는 토라를 보내매 이슬람을 믿는 예언자들은 그

것으로 유 인들을 판결하 으며 법학자들과 유 학자들도 그렇게 하 느니

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서를 보존할 의무가 있었고 그들은 그것에 한 증언자들

이었노라 (수라트 알‐마이다 5:44)

예언자와 사도의 수

예언자와 사도는 무척 많다.

1) 하나님은 꾸란에서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실명과 그들에 관한 이야기

도 언급하고 있다. 실명이 언급된 분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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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담(Adam)
다음은 아담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래 전에 나는 아담에게서 약속을 받았으나 그는 그것을 잊었노라 그러나 나

는 그에게서 불복하겠다는 그의 고의성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느니라 (수라트 따

하 20:115)

(2) 19명의 예언자 또는 사도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알

라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그의 백성들에 항하도록 부여한 증거이

니라 그것으로 백성에게 임하도록 하 느니라 나는 내가 원하는 자에게 위상을 

부여하나니 실로 그 의 주님은 가장 현명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니라 

나는 그에게 이삭과 야곱을 주고 그들 모두를 인도하 느니라 또한 그 이전의 노

아도 인도하 으며 그의 자손 가운데 다윗과 솔로몬과 욥과 요셉과 모세와 아론

도 인도하 느니라 이와 같이 나는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보상을 내리니라 사

가리아와 요한과 예수와 엘리야도 의로운 자 중에 있었노라 나는 이스마엘과 엘

리샤와 요나와 롯을 다른 민족위에 두었노라 나는 그들의 선조들과 그들의 후손

들과 형제들을 선택하여 그들을 바른 길로 안내하 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안

내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 중에서 당신이 원하는 자를 안내하시니라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 우상을 비유했다면 그들의 모든 것이 헛되었으리라 나는 

이들에게 성서와 권능과 예언자의 지위를 부여하 노라 그들이 그것을 믿지 않

았다면 나는 그것을 불신하지 아니한 백성에게 부여하 을 것이라 (수라트 알‐
안암 6:83‐89)

(20) 에녹(Enoch; Idriis)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서에 언급된 로 에녹의 이야기를 들려주라 그는 진실한 인간이자 예언자

이었느니라 (수라트 마리아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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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후드(Huud)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드의 백성도 사도들을 배척하 노라 저들의 형제 후드가 말하길 너희는 알

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뇨 실로 나는 너희에게 파견된 믿음이 충실한 사도

이니라 (수라트 알‐슈아라 26:123‐125)

(22) 살레(Saalih)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무드의 백성도 사도들을 배척하 노라 저들의 형제 살레가 저들에게 말하

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뇨 실로 나는 너희에게 파견된 믿음이 충실한 사도

이니라 (수라트 알‐슈아라 26:141‐143)

(23) 이드로(Jethro; Shuʹaib)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미디안의 백성들도 사도들을 배척했노라 이드로가 저들에게 말하길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뇨 실로 나는 너희에게 파견된 믿음이 충실한 사도이니라 (수라트 알‐
슈아라 26:176‐178)

(24) 이샤야(Isaiah: Dhul‐Kifl)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스마엘과 엘리사와 이샤야를 상기하라 그들도 선택받은 선한 자들이니라 

(수라트 솨드 38:48)

(25) 무함마드(Muhammad)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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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함마드는 어느 한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며 하나님의 사도이자 마지막으로 

온 예언자이니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시니라 (수
라트 알‐아흐잡 33:40)

2) 그들 중에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아 우리가 모르는 예언자들과 사도들도 있

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야기도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 

한 일반적인 믿음을 가질 뿐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  이전에도 사도들을 보냈느니라 그중에는 그 에게 언급한 자가 

있었고 언급하지 아니한 자가 있었으며 어떤 사도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증표

를 제시하지 못하 노라 다만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질 때는 만사가 진리로써 심

판되며 그때 거짓을 말한 자들은 모두가 멸망하 느니라 (수라트 가피르 40:78)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우마마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아부 

다르르가 말하길, “사도님, 얼마나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습니까?” 이에 사도께

서 답하시길, “12만 4천명이지요.”48)

의지가 강한(ulul-'azm) 사도들

사도들 중에 의지가 강한 분들은 5명으로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그리

고 무함마드가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내리신 종교를 그 에게도 계시하여 너희들의 종교

로 정하셨느니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예수에게도 그 종교에 

충실하고 그 안에서 분열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느니라 (알‐슈아라 42:13)

최초의 사도

모든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소개된 종교는 하나로 그것은 바로 이슬람

48) Authentic; narrated by Ahmad (no. 22644) and al‐Tabaraani in al‐Muʹjam al‐Kabiir (8/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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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한편 그들의 법은 달랐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그를 믿었다. 다른 사람은 그를 입증하고 그를 믿었다.

노아가 최초의 사도 다. 아담 이후 10세기가 지나자 하나님에 견주는 쉬르

크 현상이 일어나자 하나님께서 그를 보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불신자들을 그분께로 초 하여 그분만을 숭배하도록 하고 쉬르크 행위를 금지

하도록 하 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로부터 약속을 받으면서 성서와 지혜를 주셨노라 한 

사도가 진리를 가지고 너희에게 올 것이니 그를 믿고 그를 도울 것이니라 이에 

확신하느뇨 너희들에 내린 나의 약속을 지키겠느뇨 그들이 답하여 가로되 확신

하나이다 그러면 증언하라 내가 증인으로써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라 (수라트 아

알 이므란 3:81)

노아나 그 이후의 예언자들에게 계시한 것처럼 그 에게 계시하느니라 (수라

트 알‐니싸아 4:163)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노
아에게 가보라고 아담이 말할 것이요.” 그러자 그들이 노아에게 갔다. 그리고 이

렇게 말했지요. “당신은 지구에 온 최초의 사도입니다.”49)  

마지막 사도

마지막 사도는 무함마드로 이분 이후로 부활까지 예언자나 사도는 오지 않

는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무함마드는 어느 한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며 하나님의 사도이자 마지막으로 

온 예언자이니라 (수라트 알‐아흐잡 33:40)

49)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3340)  and Muslim  (no.  194).  The Wording  is  that  of 
Bukhariʹs.



144  꾸란과 정통 하디스에 근거한  이슬람 지식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로 예언자와 사도를 보내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예언자와 사도들을 그들의 민족에게로 보내셨다. 다음은 이

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든 민족에게는 안내자가 있었느니라 (  수라트 알‐라아드 13:7) 

2) 하나님께서는 무함마드를 모든 인류를 위해 보내셨다. 그는 마지막 예언

자요 사도이며 그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시다. 아담의 자손들을 위한 지도

자요 부활의 날 광의 깃발을 들 분이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

이다. 

나는 모든 인류를 위한 기쁜 소식의 전달자서 그리고 경고자로 그  무함마드

를 보냈느니라 단지 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모르고 있을 뿐이라 (수라트 싸바아 

34:28)

나는 이 세상에 자비를 펼치기 위해 그 를 보냈느니라 (수라트 알‐안비야 

21:107)

예언자와 사도를 보낸 목적

1) 인간을 하나님께로 초 하고 그분 외에는 다른 것을 숭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는 각 공동체에서 사도를 택하여 각 민족에 보내 하나님을 숭배하되 우상을 

피하라 하 느니라 (수라트 알‐나흘 16:36)

2)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

님의 말씀이다. 



11. 믿음(iman)의 기둥들    145

하나님께서는 그들 백성 중에서 무학자인 무함마드를 무지한 자들에게 사도

로 보내시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하고 그들을 정화하여 성서와 지

혜를 가르치도록 하셨느니라 실로 그들은 분명히 방황하고 있었느니라 

(수라트 알‐주므아 62:2)

3) 부활의 날 하나님께 도착한 후의 상황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다. 다음은 이

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하라 사람들이여 실로 나는 너희를 위한 평범한 경고자에 불과하니라 믿음

을 갖고 선을 행하는 자들은 관용과 자비로운 양식을 갖게 되니라 그러나 나의 

계시를 좌절케 하고자 하는 자들은 불지옥의 동반자들이 될 것이니라 (수라트 

알‐핮즈 22:49‐51)

4) 인간에 항할 논쟁을 위해서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도들을 보냄은 복음을 전하고 경고하며 사도들이 온 이후로는 사람들이 알

라 하나님에 하여 논쟁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함이니라 (수라트 알‐니싸

아4:165)

5) 인간을 위한 자비로 보내신 것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

씀이다. 

나는 그 를 모든 사람들을 위한 자비로서 보냈느니라 (수라트 알‐안비야 

21:107)

예언자와 사도의 속성

1) 모든 예언자와 사도는 인간이다. 하나님께서 선발하여 특별히 택한 분

들이다. 그분께서는 이들에게 예언자 직위와 사도 직분을 주시고 그들을 여러 가

지 방법으로 도우셨다. 그들에게 명예를 주시고 임무를 주셨다. 그 임무는 민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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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숭배하고 그분 외의 다른 것에 한 숭배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에 한 보상으로 그들에게는 천국이 약속되었고 그들은 자신들

이 약속을 충실히 수행하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알

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  이전에도 사람들을 사도로 보냈느니라 만일 너희가 알지 못한다면 

학자들에게 물어보라 (수라트 알‐나흘 16:43)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의 가족과 이므란의 가문을 선택하여 

모든 사람들 위에 두셨느니라 (수라트 아알 이므란 3:33)

나는 각 공동체에서 사도를 택하여 각 민족에 보내 하나님을 숭배하되 우상을 

피하라 하 느니라 (수라트 알‐나흘 16:36)

2)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과 사도들에게 그들의 민족을 하나님께로

 초 하여 그분만을 숭배하되 다른 것은 숭배하지 않도록 하셨다. 그리고 각 민

족에게 어울리는 법을 주어 그들을 보내셨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

이다. 

내가 너희 각자에게 법과 규범을 주었느니라 만일 하나님께서 하나의 공

동체를 두시려했다면 그렇게 하셨을 것이니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것으로 

너희를 시험하려 함이니 선행에 경주하라 너희 모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느

니라 그때 너희가 달리했던 것들을 내가 모두 밝혀줄 것이니라 (수라트 알 ‐마
이다 5:48)

3)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숭배의 명

예를 주셨으며 그들을 숭배의 모범자들로 묘사하시면서 그들의 위상을 높여주셨

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온 백성을 위한 교훈이 되도록 종에게 꾸란을 계시한 하나님이시여 홀로 축복 

받으소서 (수라트 알‐푸르깐 25:1)



11. 믿음(iman)의 기둥들    147

예수는 한 종에 지나지 않느니라 나는 그에게 나의 은혜를 베풀어 이스라엘 자

손에게 귀감이 되게 하 을 뿐이니라 (수라트 알‐주크루프 43:59)

4) 모든 예언자들과 사도들은 인간이다. 그래서 그들도 마시고, 먹고, 잠을 자

고, 아프고 병들고 죽는다. 그들도 역시 여느 인간이나 똑 같다. 그들에게도 특별

한 루부비야나 울루히야 같은 주권이나 신성은 없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한 누구를 유익하게 할 수도 없고 해칠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보물창

고도 없고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 외에는 보이지 않는 역에 하여 아는 것이 

없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두신 천국에 한 복음을 전하고 불지옥에 

관하여 경고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을 뿐이다. 다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무함

마드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다. 

말하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나 자신을 유익하게 하고 나를 

해칠 수 있는 권능이 내게 있지 아니 하노라 만약 보이지 아니한 것을 알 수 

있는 권능이 내게 있었다면 나는 더하여 복을 받았을 것이며 내게는 어떠한 불

행도 없게 하 을 것이라 나는 단지 한 사람의 경고자요 믿는 자들을 위한 복음

의 전달자에 불과할 뿐이라 (수라트 알‐아으라프 7:188)

예언자와 사도의 특별한 특징

예언자와 사도 모두는 가장 순수한 마음에 가장 이성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이

요, 가장 진실한 믿음에 가장 아름다운 예절을 갖춘 인간이며, 완벽한 종교인이자 

숭배의 정신이 가장 돈독한 사람이요 완벽한 신체구조에 완벽한 외모를 가진 인

간들이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인간들과 비교하여 이들의 특징을 이렇게 묘사하

셨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고 계시를 내리기 위해 그들에게 예언자

직분을 주셨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과 사람들 중에서 사도들을 선택하셨느니라 (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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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알‐핮즈 22:75)

말하라 실로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운명을 타고한 한 인간에 불과하니

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단 한 분이라는 계시를 받았느니라 (수라트 알‐카흐프

18:110)

둘째: 그들은 인간에게 교리와 규범을 전함에 실수나 오류를 범하지 아니하

며 혹시 실수를 했다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리의 정의로 되돌려 주신

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는 별을 두고 맹세하사 너희의 동료는 방황하지도 않고 유혹되지도 아니 했

으며  자신의 욕망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 그것은 그에게 내려진 계시라  그는 

힘 있는 실체를 통하여 꾸란을 전달받았느니라 (수라트 알‐나즘 53:1‐5)

셋째: 그들이 사망한 후에는 상속자가 없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이샤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사도께서 말씀하시길, “우리의 재산은 상속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죽고 남은 것이 있으면 그것은 자선으로 사용되지요.”50) 

넷째: 그들의 눈과 마음은 잠이 없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나스가 밤여행

(israʹ)의 이야기에서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사도께서 말씀하시길, “예
언자의 눈은 잠을 잘 때 감기지만 그의 마음은 자지 않고 깨어 있지요. 이러함이 

모든 예언자들의 특징으로 그들의 눈은 자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지요.”51)

다섯째: 임종할 때 그들에게는 현세와 내세 중에 하나를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

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이샤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사도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예언자는 병이 들면 현세와 내세 중에 하나를 선택할 기회가 주

어집니다.”52) 

50)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6730)  and Muslim  (no.  1757). The Wording  is  that  of
Bukhariʹs.

51) Narrated by Bukhari (no. 3570).
52)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4586)  and Muslim  (no.  2444). The Wording  is  that  of

Bukhariʹ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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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그들은 사망한 지역에 매장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바크라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사도께서 말씀하시길, “예언자는 그가 사망한 지

역에 매장되지요.”53)

일곱째: 그들은 모두 각자의 무덤에서 살아 있으며 기도하고 있다. 다음은 이

와 관련하여 아나스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사도께서 말씀하시길, “나
는 하늘 여행 때 우연히 모세를 스쳐 지나가고 있었는데 붉은 모래언덕 근처 그의 

무덤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를 발견했지요.”54) 역시 아나스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

의 말씀이다. 예언자께서 말씀하시길, “예언자들은 각자의 무덤에서 살아 기도하

지요.”55)

여덟째: 그들의 아내는 남편 사망 후 재혼하지 않는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알

라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도를 괴롭히지 아니하도록 처신할 것이니라 너희는 사도

의 부인들과 결혼할 수 없노라 실로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죄가 되느니

라 (수라트 알‐아흐잡 33:53)

예언자들 및 사도들 간의 우위

예언자 직분에 있어 모든 예언자는 동일하다. 이 부분에 있어 그들 간에 서열

이나 우위는 없다. 그런데 그들의 상황, 특징, 기적, 통찰력에 따라 그들 간에 우위

가있을 수 있다. 이에 한 근거로 일부는 사도(rasuul)의 직분을 갖고 있는 반면

에 일부는 예언자(nabii) 직분 밖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는 울룰 아즘

(의지가 강한 분)의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떤 예언자는 하나님의 친구(khaliil)로
택함을 받았고, 일부는 하나님과 직접 화를 나누었고, 일부는 지휘가 향상되

고, 일부는 미덕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이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53) Authentic; Narrated by Ahmad (no. 27).
54) Narrated by Muslim (no. 621).
55) Good; narrated by Abu Yaʹla (no. 3425). See al‐Silsilah al‐Sahiha (no.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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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은 아담의 자손 무함마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는 이 사도들에게 서로 다른 은혜를 베풀었나니 어떤 사도와는 직접 화를 

하 고 어떤 사도들에게는 위상을 높이 두었느니라 나는 마리아의 아들 예수에게 

명백한 징표들을 주어 가브리엘 천사로 하여금 그를 보호하게 하 느니라 (수라

트 알‐바까라 2:253)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장 잘 아시노라 실로 나는 일부 

예언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었으니 다윗에게는 시편을 주시었느니라 (수라트 

알‐이스라 17:55)

하나님께서는 훌륭한 아브라함을 반려자로 택하셨느니라 (수라트 알‐니싸아 

4:125)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나
에게는 예언자들보다 여섯 가지 우위가 주어졌지요. 모든 말씀을 포괄하는 말씀

이나에게 주어졌고, 적의 마음에 공포를 불어넣는 도움을 받았고, 합법적인 전리

품이 나에게 주어졌고, 지구촌 전체가 깨끗한 숭배의 장소로 나에게 주어졌고, 모
든 인류를 위해 내가 보내졌고, 내가 마지막 예언자로 보내진 것이지요.”56) 다음

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싸이드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예언자께서 말

씀하시길, “예언자들에게 우위를 두지 마시오. 부활의 날 모든 사람들이 의식을

잃으면 나는 첫 번째로 이 땅에서 부활한 후 권좌를 지탱하고 서 있는 모세를 볼

것이요. 나는 모세가 의식을 잃었는지 혹은 첫 번째로 의식을 잃은 자가 그 는지

모르지요.”57)

예언자들과 사도들에 대한 믿음에서 얻는 열매

인간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자비와 보호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분께서 사

도들을 통해 주님에 한 숭배를 안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숭배하

56) Narrated by Muslim (no. 523).
57)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2412)  and Muslim  (no.  2374). The Wording  is  that  of

Bukhariʹ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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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 그리고 어떤 보상과 징벌이 싸여있는지 인간에게 분명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이 위 한 축복을 주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에게 그 광을 돌려야 

한다. 또한 사도들을 사랑하고 과장 없이 그분들을 칭찬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들은 하나님의 사도들로 그분을 숭배하고,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고, 진솔하게 

조언하고 충고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인간을 위한 하나의 자비 기 때문이다.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보낸 타우히드와 믿음, 좋은 예절, 훌륭한 에티

켓을 따르면서 항상 그분을 기억하고 상기하며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그분에게 

복종해야 한다.

예언자 및 사도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분  하나님의 사도 무함마드

계보와 양육

그의 이름은 무함마드58)이고 그의 아버지는 압둘라,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는 

압둘무딸립으로 아드난의 후손이다. 그의 계보는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그의 

어머니는 아미나(Aaminah bint Wahb)이다.

그는 서력 570년 코키리 해에 메카에서 유복자로 태어났다. 그가 그의 어머니 

자궁에 있을 때 그의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었기 때문이다. 그의 나이 여

섯 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할아버지 압둘무딸립이 그를 보살

폈고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부터는 그의 삼촌 아부 딸립이 그를 보살폈다.

그는 훌륭한 성품에 예절바르고 상냥한 인품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주위 사람들은 그를 아민(amin; 정직하고 믿음직한 자)이라고 불 다.

그의 나이 사십이 되던 해 히라(hira) 동굴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계

시를 받으면서 그는 예언자 직분을 갖게 되었다.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 천

58) Muhammad bin ʹAbdullah bin ʹAbdul Muttalib bin Hashim bin ʹAbd Manaf bin Qusayy bin Kilab
bin Murrah  bin  Kaʹb  bin  Luʹay  bin  Ghalib  bin  Fihr  bin Malik  bin  al‐Nadr  bin  Kinanah  bin
Khuzaymah bin Mudrikah bin Ilyas bin Mudar bin Nizar bin Maʹd ibn Adnan. (bin; 자손, 후손이

란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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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나타나 그가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때부터 무함마드는 사

람들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에 한 믿음을 촉구하면서 하나님만을 숭배하

고 그분 외의 다른 것에 한 숭배를 멀리하라고 하 다. 그로인하여 그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온갖 박해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인내하 다. 그러자 하나

님께서 그에게 그분께서 제정한 종교를 알려주셨다. 그 후 그는 메디나로 떠났

다. 그곳에서 이슬람의 규범이 제정되면서 이슬람은 광의 빛을 발산하면서 종

교가 완성되었다.

그리고 히즈라(hijrah; 무함마드가 메카를 떠나 메디나에 도착한 그 해가 이슬

람력 원년이다) 11년 세 번째 달에 해당하는 라비울 아우왈(rabiʹ al‐awwal) 달 월

요일 세상을 떠나 천국에 있는 가장 훌륭한 교우들과 합류하 다. 그는 메시지

를 전했고, 하나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그의 움마를 좋은 것으로 안

내하고 그의 움마에 나쁜 것을 경고하 다. 

예언자의 특징 

예언자 무함마드의 여러 특징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마지막으로 온 예언자로

서 모든 사도들의 지도자요 가장 경건한 분이라는 것, 그를 통해서 소개된 하나님

의 메시지는 싸깔라인(thaqalayn; 진과 인류)을 위한 것, 이 세상을 위한 자비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 세상에 보낸 것, 바이툴 마끄디스(bait al‐maqdis;  예루살렘)
로 밤 여행(al‐isra)을 한 후 그곳에서 다시 승천(al‐mí raj)한 사건 등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언자 직분과 사도 직분을 함께 주신 것, 방 한 의미를 간결

하게 표현하는 웅변 능력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예언자들에게 주지 

않고 무함마드에게 주신 다섯 가지 특징이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자비르 빈 압둘라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예
언자께서 말씀하시길, “나 이전 누구에게도 주지 아니한 다섯 가지가 나에게 주

어졌지요. 한 달 걸러 갈 수 있는 곳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적을 놀라게 하여 하나

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안겨 주신 것, 나와 나의 추종자들이 예배 시간이 되면 지

구 촌 아무 곳에서나 예배할 수 있도록 지구를 하나의 모스크로 만들어 주신 것,
나이전에는 아무에게도 허용되지 않았던 전리품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부
활의 날 주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 그리고 모든 각 예언자들은 자신들이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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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민족에게 보내졌지만 나는 온 인류를 보내진 것이지요.”59)   

움마의 일반 구성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예언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

화를 베푸시길)에게만 적용되는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속적인 금식이 허락되었

으며, 지참금 없는 결혼이 허용되었고, 다섯 명 이상의 여성과의 결혼이 허용되었으

며, 예언자 사망한 후 미망인이 된 그분의 아내가 결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

고, 자선금 받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사람의 형상을 하고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

를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었지만 예언자는 보았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을 듣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가 남긴 재산이 상속되지 않

는 것이다.

계시의 시작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믿는 자들의 어머니라 불리는 아이샤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도에게 내려진 계시는 밝은 낮같이 사실과 같은 

좋은 꿈의 형태로 시작되었다. 그런 후 속세를 떠나 은둔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

면서 히라 동굴에 은둔하면서 가족을 볼 생각보다는 여러 날 동안 연속적으로 

알

라 하나님을 숭배하곤 하 다. 그는 그곳에 체류하는 동안 먹을 음식을 가져가기

도 하 고 음식이 떨어지면 다시 집으로 내려와 아내 카디자가 준비해준 음식을

가지고 갔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히라 동굴에 있을 때 갑자기 계시가 내려졌다.
천사가 그에게 와 계시를 전하면서 읽으라(iqraʹ)고 하 다. 그러자 예언자는 읽

는법을 모른다고 답했다.

예언자는 말을 덧붙이고 있다. “천사가 나를 꽉 붙잡더니 견딜 수 없을 정도

로 강하게 눌러댔다. 그런 후 나를 풀어주더니 다시 읽으라고 했고 나는 읽는 법

을 모른다고 답했다. 그러자 그 천사는 두 번 째로 나를 꽉 붙잡더니 견딜 수 없

을 정도로 강하게 눌러댔다. 그런 후 나를 풀어주더니 다시 읽으라고 했고 나는 

읽는 법을 모른다고 답했다. 그러자 그 천사는 세 번째로 나를 꽉 붙잡더니 견

딜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눌러댔다. 그런 후 나를 풀어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

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알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따라 읽어 암기하라 주님께서는 한 방울의

59)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335)  and Muslim  (no.  521).  The Wording  is  that  of
Bukhariʹ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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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느니라 가장 자비로우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읽고 암

기하라 (수라트 알‐알라끄 96:1‐3)

 하나님의 사도는 이 계시를 받고 심하게 떨리는 가슴을 조이며 집으로 내려

와 카디자에게 말했다. “나를 덮어줘요. 나를 덮어줘요.” 따뜻하게 덮어주자 두

려움이 사라지면서 안정을 찾더니 일어났던 상황을 이야기 했다. “나에게 무서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요.” 이 말을 듣고 카디자가 답했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께 맹세하지만, 절  그분께서 당신을 불명예스럽게 하지 않을 

거에요. 당신은 언제나 친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고 가난한 사람들과 불우

한 사람들을 도왔고, 찾아오는 손님들을 환 하 으며 재앙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을 도와주셨어요.”

아내 카디자는 남편을 데리고 그녀의 사촌 조카 와라까60)를 찾아갔다. 그는 

이슬람 이전 시 의 인물로 기독교인이었다. 히브리어로 성서를 기록하기도 했는

데 복음서(injil)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는 나이가 많아 시력을 잃었다. 카디자가 

그에게 말했다. “당신의 조카 이야기좀 들어봐요.”

  와라까가 물었다. “조카, 무엇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사도는 그가 본 

로 상황을 묘사했다. 그러자 와라까가 말했다. “이 상황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

터 계시를 받았던 상황과 다름이 없어요. 내가 만일 청년으로 돌아가 너의 백성

이 너를 추방할 때까지만이라도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

도가 물었다. “그들이 나를 추방할 것이라구요?” 와라까가 분명한 어조로 말했

다. “누구든 네가 이야기 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

다. 내가 만일 네가 추방되는 그날까지 살아 있다면 내가 너를 도와줄 수가 있을 

텐데!” 이 말을 남긴 그는 며칠이 안 되어 세상을 떠났고 계시도 얼마동안 내리지 

않았다.61)   

사도의 부인

현세와 내세에서 믿는 자들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사도 무함마드의 부인들이

다. 부인들은 모두 훌륭하고, 순수하고, 때가 묻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

60) Waraqah bin Nawfal bin Asad bin ʹAbdul ‐ʹUzza
61)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3) and Muslim (no. 160). The Wording is that of Bukhariʹ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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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하고, 명예와 품위를 지닌 분들이다.

카디자, 아이샤, 사우다, 하프사, 쿠자이마의 딸 자이납, 움므 쌀라마, 자흐쉬 

딸 자이납, 주와이리아, 움므 하비바, 사피아, 마이무나 열 한분의 아내가 있다. 카
디자, 쿠자이마의 딸 자이납 두 부인은 예언자보다 앞서 세상을 떠났다. 카디자와 

아이샤 두 부인은 가장 훌륭한 인물로 존경받고 있다.

사도의 자녀

세 명의 아들과 네 명의 딸을 두었는데 알까심, 압둘라 두 자녀는 카디자 부인

이 낳은 아들이고, 이브라힘은 곱트교 출신의 마리아가 낳은 아들로 이들 모두 어

려서 죽었다. 네 명의 딸은 자이납, 루까이아, 움므 쿨쑴, 파티마가 있다. 딸 네 명

은 모두 카디자가 낳은 자식이다. 모두가 결혼했으며 파티마 외의 세 딸은 예언자

에 앞서 죽었다. 이 딸 자식들 역시 훌륭하고 순수한 무슬림 여성들이다.

사도의 교우들

예언자의 교우들(sahabah)이 가장 훌륭한 세 이다.  모두가 이슬람 공동

체 움마를 위해 훌륭한 업적을 남긴 분들이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예언자의 교

우로 선택하여 주신 것이다. 이들은 하나님과 사도를 믿고 하나님과 사도를 돕

고 후원했다. 종교를 위해 이주하고, 안식처를 제공하며 서로가 서로를 도왔

다. 하나님을 위해 생명과 재물을 바치기도 했다. 하나님은 이들 때문에 기뻐하

셨고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으로 기뻐하 다.  

이들 중에 가장 기여를 많이 한 교우들은 무하지린(muhajiri; 메카 이주민)과 

안사르(ansar; 메카 이주민을 도와 준 메디나 주민들) 출신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

하여 압둘라 이븐 마스우드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예언자께서 말씀

하시길, “가장 훌륭한 사람들은 나와 함께 했던 무슬림들이요, 그 다음은 이들을 

따랐던 무슬림들이요, 그 다음은 후자를 따랐던 무슬림들이지요. 그 후에는 맹세

보다 증언이 앞서고 증언보다 맹세가 앞서는 무슬림들이 오겠지요.”62) 

62)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2652)  and Muslim  (no.  2533). The Wording  is  that  of
Bukhariʹs.



156  꾸란과 정통 하디스에 근거한  이슬람 지식

교우들에 대한 사도의 사랑

믿음은 교우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마음으로 사랑하고, 입으로 칭찬하

며 사랑하고,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에게 관

용을 베풀어달라고 기도하고, 그들 간에 분열을 조장하는 언쟁을 자제하

고, 그들에 한 비난을 삼가는 것이 그들에 한 사랑이요 믿음이다. 그분

들은 미덕과 공로를 쌓고, 좋은 일을 하고, 훌륭한 모범을 보 던 분들이

다. 하나님과 사도께 복종하면서 지하드를 실천하 고, 이슬람을 소개하고 

알림에 헌신하 으며, 메디나로 이주하여 서로 도왔고, 하나님을 위해 생명

과 재산을 바친 분들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메카 이주민과 메디나 후원자들과 선행으로 그들을 따랐던 자들이 있노

라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기뻐하시고 그들은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하니 하나

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밑으로 강물이 흐르는 천국을 준비하시어 그곳에서 

원히 기거하도록 하셨나니 그것이 위 한 승리이니라 (수라트알‐타우바

9:100)

믿음으로 이주하여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자들과 그들을 보호하여 도와주는 

자들이 진실한 신자들이니라 이들에게는 관용과 자비로운 양식이 있을 것이니라 

(수라트 알‐안팔 8:74)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사도께서 말씀하시길, “나의 교우들을 비난하지 마시오. 나의 교우들을 비난

하지 마시오. 여러분이 우흐드 산만큼의 금을 바친다 해도 그것은 그들 중의 

한 교우가 바친 하나의 무드(mudd; 반 컵 정도의 양)만큼 많은 것이 아니지

요.”63)

63)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3673)  and Muslim  (no.  2540). The Wording  is  that  of
Muslimʹ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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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지막 날에 대한 믿음

마지막 날

심판하여 보상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부활시키는 날이

다. 그 날이 마지막 날로 불리게 된 것은 그 날 후에는 날이 없기 때문이다.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그곳에서 생하고 불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그곳에서 원히 체류

하게 된다.

마지막 날의 다른 명칭들

부활의 날이란 이름에서부터, 심판의 날, 분류의 날, 출현의 날, 보상의 날, 
원의 날, 계산의 날, 경고의 날, 집합의 날, 득실의 날, 후회의 날, 귀가 터지는 날,  

재앙의 날, 압도의 날, 피할 수 없는 날, 현실의 날, 재앙의 날 그리고 하나님께

서 꾸란에 언급한 다른 날들이 있다. 위 함과 무시무시한 공포를 가리키는 이름

들이다. 

마지막 날에 대한 믿음

하나님과 사도께서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알려주고 계신다. 부
활, 집합, 계산, 건너야 할  다리, 저울, 천국과 지옥 등 부활의 날에 펼쳐질 사건들

이다. 죽기 전에 벌어질 마지막 시각의 징조 같은 상황도 내포되어 있고 죽은 후 

무덤에서의 시련, 무덤에서의 징벌과 축복에 관한 내용도 담겨져 있다.

마지막 날의 위대함

하나님과 마지막 날에 한 믿음은 이슬람의 믿음 여섯 기둥 중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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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른 네 가지 믿음의 기둥 외에도 확고부동한 믿음, 성공, 각 개인의 행복이 

이 두 가지 기둥을 맴돌고 있다. 이 두 개의 기둥이 갖고 있는 중요성 때문에 하

나님께서는 꾸란 여러 절에서 이 두 용어를 함께 언급하고 계신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마지막 날을 믿는 자에게 내리는 말씀이니라 (수라트 알‐
딸라끄 65:2)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분이시니 그분 외에는 숭배할 신이 없느니라 심판의 날 

그분께서는 의심할 여지없이 너희를 부르시니라 (수라트 알‐니싸아 4:87)

그리고 너희가 어떤 일에 분쟁이 있을 경우 하나님과 사도에게 위탁하라 너

희가 하나님과 마지막 날을 믿는다면 그것이 최선이요 보다 적절한 방법이니라 

(수라트 알‐니싸아 4:59)

무덤 속에서의 시련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나스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예언자께서 

말씀하시길, “인간이 무덤에 안장되면 그의 동료들이 오는데 그 고인은 동료들이 

오고 있는 발자국 소리를 듣게 되지요. 두 천사가 그를 찾아와 자리에 앉고 질문을 

하지요. ‘무함마드에 해 무어라고 얘기했지요?’ 이 질문에 그 고인이 답하길, 
‘그분은 하나님의 종이며 그분의 사도이지요.’ 이 말을 들은 천사는 그에게 이렇

게 말하지요. ‘불지옥에서 당신의 자리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불지옥 

신에 천국에 당신의 자리를 마련하여 주실 거에요.’”

  다음은 예언자께서 추가로 하신 말씀이다. 예언자께서 말씀하시길, “고인이 

되면 두 곳을 보게 되지요. 불신자나 위선자는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모르지만, 나도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곤 했어요.’ 그러면 그에게 이런 말이 

들려오지요. ‘당신은 알지도 못했고 꾸란을 통한 안내도 받지 못했군요.’ 이 말이 

끝나면서 그는 쇠망치로 그의 두 귀 사이를 맞게 되고 그는 고함을 지르게 되지요. 
인간과 진들을 제외한 그의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고함소리가 들리지요.”64)

64)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1338)  and Muslim  (no.  2870). The Wording  is  that  of
Bukhariʹ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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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알‐바르라 빈 아집이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사도와 함

께 장례식에 간 적이 있었는데 장례식에서 예언자는 고인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

하셨다. “두 천사가 고인에게 가서 그를 앉힌 다음 질문을 할거에요. ‘당신의 주님

은 누구이지요?’ 그가 답할 이렇게 거에요. ‘나의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천사가 다시 질문을 하지요. ‘당신의 종교는 무엇이지요?’그가 답할 이렇게 거

에요. ‘나의 종교는 이슬람입니다.’ 두 천사가 다시 질문을 하지요. ‘어떤 임무를 

띠고 온 그 사람에 해 당신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나요?’ 그가 답할 이렇게 거

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사도이지요.’ ”65)

무덤 속에서의 징벌의 형태

무덤 속에서의 징벌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첫째: 심판의 날까지 계속되는 원한 징벌이다. 이것은 불신자들과 위선자

들에게 가해지는 징벌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꾸민 음모의 해악으로부터 그를 보호하여 주셨으며 그

리고 가혹한 징벌이 파라오의 백성들을 에워싸게 되었느니라 불길이 아침저녁

으로 저들을 에워쌀 것이라 그리고 때가 되면 파라오의 백성들을 최악의 징벌로 

들게 하라는 명령이 내려질 것이라 (수라트 가피르 40:45‐46)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이븐 우마르가 전하고 있는 사도의 말씀이다. 사도께서 

말씀하길, “사람이 죽게 되면 불지옥에 있는 그의 자리가 아침저녁으로 그 고인에

게 보이지요. 만일 그가 천국에 갈 고인이라면 천국에 그의 자리가 보이지요. 그리

고 만일 그가 불지옥에 갈 고인이라면 그의 불지옥에 그의 자리가 보이지요. 그
리고 이런 말이 들리지요. ‘바로 이곳이 부활의 날 하나님께서 부활시킬 때까지 

당신이 있을 곳이요.’”66)

65) Authentic; narrated by Ahmad (no. 18733) and Abu Dawood (no. 4753). The Wording is that of 
Abu Dawoodʹs.

66)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1379)  and Muslim  (no.  2866). The Wording  is  that  of
Muslimʹ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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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징벌이 연장되다가 원히 멈추는 형태다. 이것은 타우히드의 사람들 중

에 죄를 지은 자에게 있을 징벌의 형태다. 이 벌은 지은 죄에 근거하여 주어지는 

것으로 징벌은 경감되거나 하나님의 자비에 따라 멈추게 된다. 자선이나 사람들

에게 유익한 지식을 남겼거나 그를 위해 건전한 자식을 둔 자에 한 보상이 되

기 때문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이븐 우마르가 전하고 있는 사도의 말씀이다. 사도께서 

말씀하길, “사람이 죽게 되면 불지옥에 있는 그의 자리가 아침저녁으로 그 고인에

게 보이지요. 만일 그가 천국에 갈 고인이라면 천국에 그의 자리가 보이지요. 그리

고 만일 그가 불지옥에 갈 고인이라면 그의 불지옥에 그의 자리가 보이지요. 그
리고 이런 말이 들리지요. ‘바로 이곳이 부활의 날 하나님께서 부활시킬 때까지 

당신이 있을 곳이요.’”67)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이븐 압바스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예언자께서 메디

나 아니면 메카에서 한 포도 농장을 지나고 있을 때 무덤에서 두 사람의 고통스러

운 소리가 들려나왔지요. 이 소리를 듣고 예언자께서 말씀하길, “이 두 사람은 피

할 수 없는 큰 죄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예언자는 다시 말했지

요. “이 두 사람은 큰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지요.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오줌을 튀겨 자신의 옷에 묻게 하였고 다른 한 사람은 친구들 사이에 적 감을 조

성하곤 했지요.” 그리고 예언자께서는종려나무의 푸른 입 하나를 요구하시더니 

그것을 두 조각내어 각자의 잎 하나를 무덤에 놓았지요. 왜 그렇게 한 이유를 묻

자 예언자께서 답하셨지요. “이 나뭇잎이 마를 때까지라도 그들의 고통이 경

감되기를 원해서이지요.”68)

무덤의 축복

무덤의 축복은 진실한 신앙인들에게 보장된 것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

나님의 말씀이다.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며 옳은 길에 있는 자들을 위해 천사

67)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1379)  and Muslim  (no.  2866). The Wording  is  that  of
Muslimʹs.

68)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216)  and Muslim  (no.  292).  The Wording  is  that  of
Bukhariʹ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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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내려와 말하길 두려워하지도 슬퍼하지도 마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약속된 

천국에 들어가시오 라고 하더라 (수라트 푸실라트 41:30)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알‐바르라 빈 아짐이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예언자께

서 신앙인에 관하여 말씀하셨지요. 그분께서 무덤에 있는 두 천사에게 답했을 

때입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들릴 거에요. ‘나의 종은 진리를 말했

어요. 그러니 그를 위해 천국의 침 를 펼쳐주고, 천국의 옷을 입혀주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세요. 천국의 공기와 향수가 그에게 올 것이며 그가 있게 될 공간은 눈

이볼 수 있는 거리까지가 될 거에요. ”69)

신앙인은 무덤속의 공포와 시련과 징벌로부터 구제된다. 하나님을 위한 순교

자처럼, 하나님을 위해 국경을 지키는 자들처럼, 복통으로 죽은 자처럼 구제된

다.

죽은 후 부활의 시각까지 영혼의 거처

죽은 후부터 부활의 시각까지 바르자크(barzak; 차단의 세계 )에서 있게 될 

혼의 장소는 다르다. 가장 높은 곳에 있을 집단 중에서 일리윤(ʹilliyyun; 높은 곳)
에 있게 될 혼이 있다. 이곳은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혼이 머무를 장소다. 이
곳에서 이분들의 혼이 있을 장소도 역시 다르다.

천국의 나무에 매달려 있는 새들의 형태로 있을 혼들이 있다. 이것은 신앙인

들의 혼을 위한 것이다. 천국 이곳저곳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초록빛 새들의 

형태로 있을 혼들이 있다. 이것은 순교자들의 혼을 위한 것이다. 무덤에 붙어 

있게 될 혼들도 있다. 이것은 전리품을 이용한 자들의 혼이다. 천국의 문에 붙

어 있게 될 혼들도 있다. 이것은 부채를 지고 온 자들의 혼이다. 땅에 붙어 있

게 될 혼들도 있다. 이것은 낮은 수준의 혼들이다. 간통자의 화덕에 있을 혼

들도 있고 불에 달구어진 돌을 먹으면서 피의 강물에서 목욕하는 혼들도 있다.  
이것은 이자를 삼킨 자들에게 해당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자이드 빈 싸비트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예언자께서 

바니 나디르 거주지를 향해 함께 가고 있을 때다. 예언자께서는 조랑말을 타고 가

69) Authentic; narrated by Ahmad (no. 18733) and Abu Dawood (no. 4753). The Wording is that of 
Abu Dawoodʹ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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셨다. 그때 조랑말이 길을 벗어나면서 예언자께서 넘어질 뻔 했다. 그곳에는 네 여

섯 개의 무덤이 있었다. 이 무덤들을 본 예언자께서 물으셨다. “이 무덤들에 묻혀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 있나요?” 한 사람이 답했다. “제가 알아맞히지

요.” 예언자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어떤 상태로 그들이 죽었지요?”  답했던 사

람이 말했다. “무쉬리킨으로 죽었어요.” 이 말에 예언자께서 말씀하길, “이들은 

지금 무덤 속에서 호된 시련을 겪고 있지요.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체 매장을 

멈출 이유가 아니라면 내가 지금 듣고 있는 무덤의 징벌을 여러분이 듣도록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을 거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고개를 돌리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지옥으로부터 

구제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오.”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말했지요.  “알

라 하나님이여, 무덤의 징벌로부터 저희를 구제하여 주소서.” 예언자께서 말씀하

셨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서 비롯되는 고통으로부터 구제하여 달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오.”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말했지요. “하나님이여, 보이

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서 비롯되는 고통으로부터 저희를 구제하여 주소

서.” 예언자께서 말씀하셨어요. “닷잘의 시험으로부터 구제하여 달라고 하나님

께 간구하시오.”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말했지요. “하나님이여,  닷잘의 시험으로

부터 저희를 구제하여 주소서.”70)

종말의 징조

종말에 대한 지식

종말이 오는 시각과 그에 관한 지식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역이

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들이 심판의 날에 관하여 그 에게 묻거든 말하라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

만이 아시는 것이라 심판이 가까이 왔음을 무엇이 그 로 하여금 알게 하리요 

(수라트 알‐아흐잡 33:63)

70) Narrated  by Muslim  (no.  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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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말의 징조

종말의 시각이 가까웠다는 징조를 예언자는 말하고 있다. 그 징조는 큰 징조와 

작은 징조가 있다.

1. 종말의 작은 징조들

종말의 작은 징조들은 세 영역이 있다.

첫째: 발생하여 종료된 것으로 예언자의 임무, 예언자의 죽음, 달이 쪼개짐, 예
루살렘 정복과 사우디아라비아 서부 히자즈 지역에서 나타난 불 등의 징조가 있

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심판의 날이 가까워 오면 달이 쪼개지느니라 (수라트 알‐까마르 54:1)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우프 빈 말리크가 전하고 있는 사도의 말씀이다. 사도

께서 말씀하시길, “종말의 시각이 다가오고 있다는 징조 여섯 가지를 헤아려 보세

요; 나의 죽음, 예루살렘 정복, 양을 괴롭히는 전염병처럼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할 

전염병, 1백  디나르를 받을 정도로 재물이 늘어났는데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 아
랍의 어떤 가정도 피할 수 없는 혼란, 너희를 배반하고 80개의 깃발을 앞세워 너

희를 공격할 바니 아스파르와 너희 사이의 휴전으로 각 깃발아래 12만의 군인이 

배치되어 있다.”71)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예언

자께서 말씀하시길, “히자즈 지역에서 불이 나타나 부스라에 있는 낙타 목에 빛을 

비칠 때까지는 종말의 시각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72)

둘째: 이미 온 징조와 오고 있는 징조들

시련의 도래, 자칭 예언자 출현, 이슬람 지식의 위축, 무지와 문맹시 의 출현, 

71) Narrated by Bukhari (no. 3176).

72)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7118) and Muslim (no. 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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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을 지지하는 자들의 증가, 악기의 출현과 사용허가 요구, 간음과 간통, 음주자

들의 증가와 음주허가 요구, 신발도 신지 않고 나체의 몸으로 고층빌딩 건축 경쟁, 
모스크 치장 경쟁,  량 살상, 빨리 지나가는 시간, 지도력이 필요한 분야에 무능

력자 배치, 사악한 자들의 폭동, 의도적인 허위보고, 실천이 없는 많은 말, 기존상

점 옆에 동일 상품 가계 개점하는 것, 이슬람 공동체에 쉬르크 현상이 나타나는 

것, 인색함 증가, 거짓 증가, 많은 재물, 사업비  유포, 지진활동 증가, 정직한 자

에 한 배반과 배반자에 한 의지, 사악한 행위 증가, 친인척 간의 유 관계 단

절, 나쁜 이웃이 되는 것, 어리석은 자가 지도자가 되는 것, 재판권과 통치권을 파

는 것, 아는 사람끼리만 인사를 주고받는 것, 배울 것이 없는 무의미한 사람들로부

터 지식을 추구하는 것, 꾸란 외의 다른 책들이 범람하는 것, 속이 훤히 들여다보

이는 옷을 입은 여자들 출현, 위증의 증가, 돌연사의 증가, 할랄 재물 추구에 한 

무관심, 아랍이 다시 목장과 강들이 되는 것, 야생 동물들이 말을 하는 것, 회초리

와 구두끈이 말을 하는 것, 남자의 넓적다리가 가족의 소식을 알리는 것, 이라크가 

포위되어 식량과 자금이 차단되는 것, 샴 지역이 포위되어 식량과 자금이 차단되

는 것, 무슬림과 로마인들 간의 전쟁 그리고 로마인들이 무슬림을 배반하는 것 등

이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이븐 우마르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사도께서 동쪽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셨지요. “이쪽에서 폭동이 일어날 것이요. 이쪽에서 폭동이 일

어날 것이요. 정말로 이쪽에서 폭동이 일어날 것이요. 사탄의 뿔이 있는 쪽에서 폭

동이 일어날 것이요.”73)  

셋째: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예언자께서 말씀했던 대로 오게 될 징
조들

유프라테스 강이 산덩이 같은 금 노출, 전쟁이 없는 콘스탄틴노플 정복, 터키

인들의 전쟁, 유 인들과의 전쟁에서 무슬림의 승리, 까흐탄에서 한 사람이 나타

나 회초리로 사람들을 다스리지만 사람들이 그에게 복종하지 아니함, 남자 숫자

의 감소하고 여자 숫자의 증가하여 한 남자가 40명의 여자를 보살핌, 메디나가 사

악한 사람들로부터 정화된 후 황폐화 되는 것, 아비시니아에서 온 한 사람에 의해

73)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7093) and Muslim (no. 2905). The Wording is that

of Musl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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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으바가 파괴된 후 재건축 되지 아니함 등이 종말을 예고하는 것들이지만 정확

한 것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된 것은 모두 정통 하디스

에서 확인된 것이다.

2. 종말의 큰 징조들

종말의 큰 징조들은 네 가지가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후자이파 빈 아시

드 알기파리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토론에 열중하고 있을 때 사도께서 갑자기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지요. “무슨 토론을 하고 있나요?” 종말의 시각에 해 

토론하고 있었다고 답하자 예언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여러분이 10가
지 징조를 보기 전에는 종말이 오지 않을 거에요. 매연, 닷잘, 맹수, 서쪽에서 태양

이 떠오름, 마리아의 아들 예수의 재림, 고그와 마고그, 동쪽과 서쪽과 아라비아

세 지역에서의 산사태, 예멘으로부터 불이 나타나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몰아가는

현상이지요.”74)

1) 닷잘의 출현

닷잘은 아담의 후손으로 한 인간이다. 그는 종말이 되었을 때 나타나 자칭 주

님이라고 주장하는 인간이다. 그는 이란의 쿠라산 지역에서 나타나 예루살렘, 메
카, 메디나 세 도시를 제외한 그 밖의 전 세계 각 도시를 여행한다. 천사들이 세 도

시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 세 도시는 여행하지 않는다. 메디나 외곽까지 오자 세 번

의 지진이 일어난다. 그러자 불신자들과 위선자들이 그곳을 떠난다.

닷잘 출현 시기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압둘라 이븐 우마르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사도와 함

께 자리를 함께 있을 때 시련의 시기에 관해 말씀하신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시

련은 많다고 하셨다. 그 중에 하나는 집에 머물고 있어야 할 때 있을 시련이라고 

하셨다. 그러자 몇 사람이 질문을 하 다. “사도님, 집에 머물고 있을 때의 시련은 

어떤 것입니까?” 사도께서 답하시길, “전쟁과 약탈이지요. 

74) Narrated by Muslim (no. 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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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는 즐거운 시련이 오지요. 내 두 발밑으로 자욱한 연기를 피우면서 

한 사람이 나타나 그는 내 가문 출신으로 나에게서 왔다고 주장하지요. 그런데 그

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교우들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지

요. 사람들이 갈비뼈에 붙은 엉덩이 같은 어떤 사람 밑에서 뭉칠거에요. 그런 후

에는 작은 시련이 오지요. 이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를 때릴 것입니다.  
끝났다고 사람들이 말하면 다시 연장되지요. 이러는 동안 어떤 사람은 오전에 신

자가 될 것이고 오후에는 불신자가 되는데 이때 사람들은 두 단체가 되지요. 한 단

체는 위선이 없는 믿음의 단체이고 다른 한 단체는 믿음이 없는 위선의 단체이지

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때 닷잘은 그날 혹은 다음 날을 기 하지요.”75)   

닷잘의 유혹

닷잘의 출현은 엄청난 유혹과 시련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

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킬 수 있는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기 때

문이다. 그는 천국과 불지옥을 가질 것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의 불지옥은 

천국이요 그의 천국은 지옥이다. 그는 산처럼 큰 많은 빵과 물이 많은 강을 갖게 

될 것이다. 그는 하늘에 명령하여 비를 내리게도 할 것이다. 그는 땅에 명령하여 

채소가 자라게 할 것이다. 그는 바람의 속도로 세상을 갈라놓을 것이다. 그는 이 

땅에서 40일 간 체류할 것이다. 그의 하루는 1년의 길이이고, 다른 날은 한 달의 

길이이며, 또 다른 날은 일주일의 길이가 되고, 나머지 날들은 일상적인 날들이 

될 것이다. 그런 후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예루살렘에 있는 룻드 문에서 그를 살

해할 것이다.

닷잘의 특징

사도께서 닷잘을 따르거나 믿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그를 피하도록 닷잘의 

특징을 분명히 밝혀주셨다. 그의 앞이마에는 카피르(kaafir; 창조주 하나님의 존

재를 믿는 않는 불신자)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 모든 무슬림 각자는 그 단어를 읽

을 수 있고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75) Authentic; narrated by Ahmad (no. 7178) and Abu Dawood (no. 4242). The Wording is that

of Abu Daw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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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우바다 빈 알‐사미트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

다. “닷잘의 키는 작고, 발은 닭발 같으며, 양털 같은 머리카락에다 외눈이지요. 
한쪽 눈은 시력을 잃었으며, 볼록 튀어나온 형도 아니고 깊이 자리 잡은 눈도 아니

에요. 만일 그에 관한 묘사가 혼란스럽다면  여러분의 주님은 외눈이 아니라는 것

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76)

닷잘이 출현할 장소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안나와이스 빈 사므안이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사도께

서 닷잘에 관하여 이렇게 언급하셨지요. “그는 시리아와 이라크 사이에 있는 길에 

나타나 오른쪽에 재앙을 퍼트리고 왼쪽에도 재앙을 퍼트리지요.”77)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나스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예언자께서 

말씀하시길, “메카와 메디나를 제외한 모든 곳이 닷잘에 의해 짓밟힐 거에요.”78)

다음은 예언자의 교우들이 개별적으로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예언자께서 닷

잘에 관하여 언급하셨는데 말씀 중에 이런 말을 하셨지요. “네 모스크, 즉 메카에 

있는 하람 모스크, 예언자 모스크, 투르 모스크 그리고 알아끄사 모스크에는 그가 

접근하지 못하지요.”79)

닷잘의 추종자들

닷잘을 따르는 부분의 추종자들은 유 인들과 비아랍인들이며 아랍 남성

과 여성들로 많이 혼합되어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나스 이븐 말리크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예언자께서 말씀하시길, “아스바한 지역 7만 

명의 유 인들이 닷잘을 따를 것이며 그들은 초록색 견수자로 만들어진 옷을 입

고 있지요.”80)

76) Authentic; narrated by Ahmad (no. 23, 144) and Abu Dawood (no. 4320). The Wording is

that of Ahmad's.

77) Narrated by Muslim (no. 2937).

78)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1881) and Muslim (no. 2943). The Wording is that

of Bukhari's.

79) Authentic; narrated by Ahmad (no. 24085). See al-Silsilah al-Sahihah (no. 2943).

80) Narrated by Muslim (no. 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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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잘의 유혹으로부터의 보호

닷잘의 유혹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에 한 믿음을 통하

여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보호를 간청하면서 그로부터 멀리하는 것이다. 그리

고 꾸란 알‐카흐프 장 첫 부분을 암기하거나 읽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다음은 이

와 관련하여 아부 알‐다르다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사도께서 말씀

하시길, “누구든 꾸란 알‐카흐프 장 전반부 첫 10절을 읽거나 암기하는 자는 닷

잘의 유혹으로부터 보호될 것입니다.”81)

예수의 재림

닷잘이 출현하여 세상이 부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다. 그는 다마스쿠스 동쪽편에 있는 하얀 모스크의 미나렛

(minarah; 예배 시간을 알려주는 음성이 흘러나오는 모스크의 뾰족탑) 위로

내려온다. 그는 두 천사의 날개 어깨에 그의 손을 얻고 내려와 닷잘을 살해한

다. 그런 후  이슬람법에 따라 통치를 하는데 그는 먼저 십자가를 부수고 돼지를

살해하며 성서의 백성들에게 부과되었던 세금을 폐지할 것이다. 재물이 넘쳐흐

르고 가난과 빈곤이 사라진다. 이런 상황이 7년 동안 계속되는 동안 두 사람 간

에 불화나 적 감은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그는 죽을 것이요 무슬림들은 그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샴 지역 방향으로부터 상쾌하면서도 시원한 산들바람을 보내

실 것이다. 이 바람은 원자 하나의 무게 정도의 선한 마음을 가진자 혹은 하나님

에 한 믿음을 가진 자의 생명을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나면 버림받은 새들 같

은, 또는 잔혹한 야수 같은 사악한 자들만 남아 당나귀들처럼 간통을 할 것이

다. 그리고 사탄들은 그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라고 명령할 것이며 이때가 바로 그

들에게 종말이 될 것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예

언자의 말씀이다. 예언자께서 말씀하시길, “나의 혼이 달려 있는 분에게 맹세하

지만,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곧 여러분에게 재림하여 바른 통치자처럼 인간을 재

판할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부수고 돼지를 살해할 것입니다. 비무슬림에게 

81) Narrated by Muslim (no. 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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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되었던 세금도 폐지할 것입니다. 돈이 넘쳐흐르나 그 돈을 받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린 한 번의 예배는 이 세상 모든 것과 그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82) 아부 후라이라는 덧붙여 말했다. “어려분이 원하

다면 다음의 꾸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성서의 백성들은 그가 죽기 전에 심판의 날 그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이라

는 것을 믿노라 (수라트 알‐니싸아 4:159)83)

3) 고그와 마고그의 출현

고그와 마고그는 아담의 후손들이 일으킨 거 한 두 민족이다. 그들은 전투에

서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강한 힘을 가진 자들로 이들의 출현은 종말의 시각을 

알리는 하나의 징조다. 이들은 지상에 해악을 퍼트리는 원인을 만든다. 이에 마리

아의 아들 예수와 그의 교우들이 이들에 항한 기도를 할 것이며 그러면 이들

은 죽게 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고그와 마고그 백성들이 장벽을 뚫고 높은 곳으로부터 쇄도하여 올 것이라 진

리의 약속이 다가오면 불신자들의 눈들이 공포로 가득 차는 것을 볼 것이라 그들

은 말할 것이라 우리에게 이런 불화가 웬일이뇨 우리가 이 날을 무시했으니 우리

가죄인들이라 (수라트 알‐안비야 21:96‐97)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나와스 빈 사므안이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사도께서 

예수가 닷잘을 룻드 출구에서 살해하는 사건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말씀하

길,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어느 누구도 항하여 싸울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을 두었으니 그들을 안전하게 뚜르 산으로 데

려가라.’ 그런 후 하나님께서 고그와 마고그 사람들을 보내실 것이며 이들은 각 

비탈진 언덕으로부터 떼를 지어 올 것이라. 그들 중 첫 번째 집단은 타바리아 호

수를 지나며 그 호수의 물을 마실 것이다. 마지막 집단이 이 호수를 지날 때 그

는 말할 것이라. ‘이곳에 물이 있었지요. 여기서 하나님의 예언자 예수와 그의 

교우들은 

82) Narrated by Muslim (no. 809) and (no. 2937).

83)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3448) and Muslim (no. 155). The Wording is that of

Bukh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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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위를 당하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황소의 머리가 1백 디나르보다 더 소중할 것

이다. 그리고 예수와 그의 교우들은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곤충들을 보내 그들의 목을 공격할 것이다. 아침이 되면 그들은 한 사람이 죽은 

것처럼 일시에 패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예언자 예수와 그의 교우들은 지면으로 

내려올 것이다.’ ”84)

예수는 그분의 교우들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와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며 그

에 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고그와 마고그를 운반할 새들을 보내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에 그들을 던져버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깨끗이 씻을 

비를 내려 보내신다. 그 후에는 지상에 축복이 내려질 것이요 땅

이푸르러지고 과일들이 글며 지상의 있는 동물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

4), 5), 6) 세 번의 산사태

종말의 시각을 알리는 큰 징조들 중에는 세 번의 산사태가 일어나는 현상이다.
한 번은 서쪽에서, 다른 한 번은 동쪽에서, 그리고 또 다른 한 번은 아라비아반도

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7) 연기의 등장

종말의 시기에 연기가 세상을 덮는 것도 종말의 시각을 알리는 큰 징조들 중에 하

나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하늘이 연기를 품어낼 그날을 기다리라 연기가 사람들을 덮어씌우는 

고통스러운 징벌이 있을 것이라 (수라트 알‐두칸 44:11)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예언

자께서 말씀하시길, “여섯 가지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서둘러 좋은 일을 실천하시

오. 서쪽에서 태양이 떠오를 것이요, 연기가 세상을 덮을 것이요, 닷잘이 출현할 

것이요, 맹수들이 출현할 것이요, 특히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죽을 것이요, 전반

에 걸쳐 폭동이 일어날 것입니다.”85)

84) Narrated by Muslim (no. 2937).

85) Narrated by Muslim (no. 2947).



11. 믿음(iman)의 기둥들조    171

서쪽에서 태양이 떠오름

서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것도 종말의 시각을 알리는 큰 징조들 중에 하나다.  
이사건은 최상층의 우주가 변화하는 첫 번째 징조다. 이러한 사건발생에 한 증

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천사들이 그들에게 오지 않기를 바라느뇨 아니면 주님과 주님의 증표가 이

르기를 기다리고 있느뇨 주님의 증표가 도래하는 날 이전에 믿음을 갖지 아니

하고 선을 실천하지 아니한 자가 그때서야 그것들을 믿는다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니라 말하라 기다리라 우리도 역시 기다리고 있느니라 (수라트 알‐안
암 6:158)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예언

자께서 말씀하시길, “종말의 시각은 태양이 지는 곳(서쪽)에서 떠오를 때부터 시

작됩니다. 해가 지는 곳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날 사람이 믿음을 갖는 것은 전에 

믿지 않고 선을 실천하지 아니했던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86)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압둘라 이븐 우마르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

다.  예언자께서 말씀하시길, “종말의 시각을 알리는 첫 번째 징조는 태양이 서쪽

에서 떠오르고 오전에는 사람들 앞에 맹수들이 나타나는데 이 두 사건 중에 한 사

건이 발생하면 이어서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이 벌어집니다.”87)

9) 맹수들의 출현

종말의 시각이 되면 맹수들이 나타나는데 이것 역시 종말의 가까웠다는 징조

가운데 하나다.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낙인을 찍을 것이다. 불신자들의 코는 벌

어질 것이나 믿는 자들의 얼굴은 밝은 빛을 발산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

님의 말씀이다. 

저들에게 고통의 판결이 집행될 때 나는 땅으로부터 야수를 끌어내어 그 짐승으

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했던 저들을 저주하게 하리라 (수라트 

86)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4635) and Muslim (no. 157). The Wording is that of

Muslim's.

87) Narrated by Muslim (no. 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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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나믈 27:82)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예언

자께서 말씀하시길, “세 가지 징조가 나타나면 이 전에 믿음을 갖고 좋은 일을 하

지 않았던 사람에게는 믿음이 아무런 효용이 없습니다. 그 세 가지는 태양이 서쪽

에서 떠오를 때 갖는 믿음, 닷잘이 출현했을 때의 믿음, 지상의 맹수들 나타날 때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88)

10) 집합장소로 사람들을 유도하는 불의 출현

예멘의 아덴 지방 깊숙한 곳으로부터 불이 출현할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종말의 큰 징조요 종말이 시작된다. 예멘에서 나타난 그 불은 전 세계로 

번지가면서 삼 지역 집합 장소로 사람들을 몰고 갈 것이다.

불이 사람을 몰고 가는 방법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예언

자께서 말씀하시길, “세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이 집합될 것입니다. 천국에 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징벌에 한 두려움을 갖고 향하는 사람들이 있고, 두 마리, 
혹은 세 마리, 혹은 열 사람이 한 마리의 낙타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있으며 나머

지 사람들은 불에 끌려갈 갈 것입니다. 오침할 시간에 불이 그들과 동행합니다. 그
리고 그 불은 그날 밤을 그들과 함께 지새우고, 그들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여, 그
들과 함께 저녁을 맞이하지요.”89) 

종말의 첫 번째 징조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나스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압두라 빈 쌀람이 이슬

람을 받아들이면서 예언자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 다.“사도님, 종말의 첫 번째 

징조는 무엇입니까?”이에 사도께서 답하길, “첫번째 징조는 동쪽에서 서쪽으

88) Narrated by Muslim (no. 158).

89)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6522) and Muslim (no. 2861). The Wording is that

of Bukh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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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람들을 몰고 가는 불의 출현입니다.”90)

징조의 연속 발생은 종말이 다가왔음을 예고

종말의 시각을 알리는 작은 징조들이 나타날  큰 징조들도 나타나는데 이 징

조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종말

의 징조들은 실에 단단히 매여 있는 구슬 같습니다. 그 실이 끊어지면 구슬은 하나 

둘 연속으로 떨어집니다.”91)

나팔 불기

쑤르(suur)는 트럼펫 혹은 뿔피리 혹은 나팔 같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

파펠 천사에게 첫 번째 뿔피리를 불라고 명령하신다. 모두가 의식을 잃게 하는 

트럼펫 소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를 제외한 하늘과 땅에 있는 모

두가 의식을 잃게 된다. 그리고 나면 두 번째로 트럼펫을 불라는 하나님의 명령

이 떨어진다. 두 번째 나팔은 부활을 알리는 것이다. 이 소리를 듣고 모든 인간

은 일어나 쳐다본다.

나팔소리가 울려퍼질때 인간의 상황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니 그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위에 있는 모든 것이 의

식을 잃고 시들어지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들은 제외 되니라 그 후 또 다른 나

팔이 울려 퍼지니 보라 그때 저들은 서서 지켜보느니라 (수라트 알‐주마르 39:68)

나팔 소리가 들리니 보라 저들은 무덤으로부터 나와 서둘러 주님께로 나가니

라 그러면서 저들은 말할 것이라 오 슬프도다 우리의 침상에서 우리를 일으키는

자가 누구이뇨 이때 한 음성이 들려오니 그것은 자비로운 분이 약속하시고 사도

90) Narrated by Bukhari (no. 3329).

91) Authentic; narrated by Hakim (no. 8639). See al-Silsilah al-Sahihah (no. 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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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그 진리를 말한 것이니라 (수라트 야씬 36:51‐52)

나팔이 울리는 그날 너희는 떼를 지어 앞으로 나오게 되느니라 (수라트 알‐나
바아 18‐19)

하늘에 있는 각 문들이 각 방향에서 열리느니라 (수라트 나바아 78:18‐19)

두 번의 나팔소리 간의 간격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예언

자께서 말씀하시길, “두 번의 나팔소리 간의 간격은 40의 간격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부 후라이라에게  40의 간격이 무슨 의미냐고 묻자 자신은 아무 것도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40달이냐고 묻자 역시 모른다고 답했고, 40년을 의미

하느냐고 묻자 역시 모른다고 답했다.92)

나팔이 울리는 시각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예
언자께서 말씀하시길, “태양이 떠오른 가장 위 한 날은 금요일이며 아담은 그

날 창조되었습니다. 그날 천국으로 들어가 그날 천국에서 나왔습니다. 종말의 

시작도 바로 금요일 일어날 것입니다.”93)  역시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관련 내용이다. 예언자께서 말씀하길, “나팔을 부는 임무가 주어질 때 천사는 

나팔을 불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로 하늘에 있는 권자(al‐ʹarshi)를 쳐다볼 것입

니다. 그렇게 하라는 명령이 떨어질 경우 그의 두 눈은 마치 두 별처럼 보일 것

입니다.”94)  

92)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4935) and Muslim (no. 2955). The

Wording is that of Muslim's.

93) Narrated by Muslim (no. 854).

94) Authentic; narrated by Hakim (no. 8676). See al-Silsilah al-Sahihah (no. 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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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과 집합

인간이 거쳐야 할 단계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나는 인간은 세 단계를 거친다. 첫 번째는 현세의 삶의 

단계이고, 두 번째는 바르자크(barzak; 죽음과 부활 사이의 간격) 단계이며, 세 

번째는 천국 혹은 지옥에서의 원한 삶의 단계이다. 하나님께서는 각 단계마다 

규범을 두셨다. 그분께서는 인간을 육신과 혼으로 구성하시고 현세의 규범을 육

신과 혼에 따르도록 하셨다. 또한 바르자크와 심판의 규범도 그와 마찬가지다.

부활

부활이란 두 번째 나팔이 울리면 죽은 자에게 다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을 말한

다. 부활된 모든 인간은 벌거벗은 채, 신발도 신지 않은 채, 그리고 모든 인간은 

할례가 되지 않는 상태로 부활되어 주님 앞에 서게 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

나님의 말씀이다. 

나팔 소리가 들리니 보라 저들은 무덤으로부터 나와 서둘러 주님께로 나가니

라저들은 말할 것이라 오 슬프도다 우리의 침상에서 우리를 일으키는 자가 누구

이뇨 이때 한 음성이 들려오니 그것은 자비로운 분이 약속하시고 사도들이 그

진리를 말한 것이라 강한 질풍이 몰아칠 때 보라 저들 모두는 하나님 앞으로 불

려 나오니라 그날에는 조금도 부정하게 처리되지 아니 하니 너희는 너희가 행한

가를 치를 것이요 (수라트 야씬 36:51‐54)
그런 후 너희 모두가 임종하게 하고 심판의 날 너희 모두를 부활하게 하시느니

라 (수라트 알‐무으미눈 23:15‐16)

부활의 상황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면 씨가 자라는 것처럼 인간도 성장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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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서 바람을 보내니 이는 비를 보내기 위한 징조라 

그것이 무거운 구름을 동반하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불모지로 유도하여그곳에 

비를 내리게 하사 그것으로 모든 종류의 과실을 생산케 하시니라 이렇듯그분께

서는 죽은 자를 부활하게 하시나니 너희는 이를 상기할 것이니라 (수라트알‐아
으라프 7:57)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예언

자께서 말씀하시길, “두 번의 나팔소리 간의 간격은 40입니다. 사람들이 아부 후

라이라에게 40의 간격이 무슨 의미냐고 묻자 자신은 아무 것도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40달이냐고 묻자 역시 모른다고 답했고, 40년을 의미하느냐고 묻자 

역시 모른다고 답했다. 그런 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면 인간은 식물처럼 

돋아날 것입니다. 인간에게서 부패되지 않는 것은 미저골이라는 뼈이며 이 뼈가 

축이 되어 부활의 날 다시 인간으로 회복됩니다.”95) 

무덤에서 제일 먼저 숨을 들이쉬는 사람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예언

자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심판의 날 아담의 후손들을 위한 지도자가 될 것이며 

내가 무덤에서 제일 먼저 숨을 들이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가 중재자가 될 것

이며 내가 제일 먼저 중재를 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96)  

부활의 날 모여드는 사람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95)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4935) and Muslim (no. 2955). The Wording is that

of Muslim's.

96) Narrated by Muslim (no. 2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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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라 옛 선조들도 그리고 후세의 사람들도 모두가 잘 알려진 어떤 날의 상

봉을 위하여 부름을 받아 다 같이 모이게 될 것이니라 (수라트 알‐와끼아 

56:49‐50)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써 자비로우신 그분께로 돌아오니라 

 진실로 그분께서는 저들을 알고 계시며 또한 저들을 완전히 헤아리고 계시니라 

저들 각자는 심판의 날 홀로 그분께로 오게 되느니라 (수라트 마리아 

19:93‐95)

내가 산들을 사라지게 하는 날을 상기하라 그 는 노출되어진 지를 보리

라 하나님께서 모두를 불러 모을 것이며 아무도 남겨 두지 아니 할 것이니라 그

들은 주님 앞에 줄지어 서서 내가 너희를 최초에 창조했던 것처럼 불신자 너희는

노출된 상 로 나에게로 오느니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

을 것이라 생각하 느뇨 행위의 기록이 제시될 때 이 기록이 도 체 무엇이뇨 작

은 일도 큰 일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전부다 기록되어 있으니 라고 말하면서 기록

된 것을 두려워하는 죄인들을 그 는 보게 되리라 이때 저들은 자신들이 행하

던 모든 것을 그곳에서 발견하리니 실로 주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부당하게

하지 아니하시니라 (수라트 알‐카흐프 18:47‐49)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장소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구가 다른 지구로 변하고 하늘도 그렇게 되는 날 모든 것이 무덤에서 나와 

홀로 계시며 권능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느니라 (수라트 아브라함 

14:48)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사흘 이븐 싸으드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사
도께서 말씀하시길, “부활의 날 사람들은 붉은 색을 띤 하얀 평원에 모이게 될 것

입니다. 그 붉은 색조를 띤 평원은 누구를 지칭하는 표식이 없는 하얀 빵조각과 같

습니다.”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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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의 날 사람들이 집합하는 방법

두 가지 형태의 집합이 있다. 
첫째: 무덤에서 심판의 장소로 나와 집합하는데 이때 사람들은 벌거벗고, 맨발 

그리고 할례를 하지 않는 상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이샤가 전하고 있는 예

언자의 말씀이다. 사도께서 말씀하시길, “부활의 날 사람들은 벌거벗고, 맨발 그

리고 할례를 하지 않는 상태로 집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사도께 물었습니다. 
“그날 남녀가 서로가 서로를 보지 않는 상태로 집합됩니까?” 사도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쳐다보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이지요.”98) 
둘째: 믿는 자들과 불신자들은 심판의 장소에 집합된 후 다음과 같이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된다.

1) 믿는 자들은 명예로운 사절단 접을 받으며 주님 앞에 집합되어 천국으로

간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는 의로운 자들에게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명예로운 손님으로 오는 날

을 상기시킬 지니라 (수라트 마리아 19:85)

그러나 주님을 두려워 한 자들은 집단을 이루어 천국으로 인도되니라 보라 그

들이 그곳에 도착하면 문들이 열리고 문지기들이 그들에게 말할 것이니라 평안하

소서 당신들은 좋은 일을 하 으니 이곳으로 들어와 거주할 것이니라 (수라트 알‐
주마르 39:73)

2) 불신자들은 이런 모습으로 집합한다. 귀머거리 상태로, 벙어리 상태로, 장
님의 상태로, 그리고 놀라 새파란 눈을 하고, 갈증에 시달리면서 연결고리로 묶

여 집합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97)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6521) and Muslim (no. 2790). The Wording is that

of Muslim's.

98)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6527) and Muslim (no. 2859). The Wording is that

of Musl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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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자만이 바른 길로 안내 받은 자 이니라 그분께서 방황

케 하면 그 는 그들을 위한 어떠한 보호자도 발견하지 못하니라 또한 나는 부

활의 날 그들이 장님이 되고 벙어리가 되고 귀머거리가 되게 하여 모이게 할 것

이니라 그러니 저들이 살 곳은 지옥뿐이라 지옥의 불길이 약해질 때마다 나는 저

들에게 불길을 더욱 강하게 하니라 이것이 저들에 한 가이니 이는 저들이 나

의 징표를 배척하 기 때문이니라 (수라트 알‐이스라 17:97‐98)

그러나 죄인들은 목마른 짐승의 떼처럼 지옥으로 몰아갈 것이니라 (수라트 마

리아 19:86)

나팔이 울리는 그날 나는 죄지어 두려움에 찬 푸른 눈을 한 죄인들을 불러 모

으리라 (수라트 따하 20:102)

하나님의 적들이 떼를 지어 불지옥으로 행진할 그날을 상기하라 (수라트 푸

실라트 41:19)

천사들에게 말씀이 있을 것이라 불의를 행한 자들과 저들의 아내들과 저들

이 숭배했던 것들을 불러 모아라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을 제쳐두고 숭배한 것들

을 모아 불지옥으로 안내할 것이니라 (수라트 알‐사파트 37:22‐23)

지구가 다른 지구로 변하고 하늘도 그렇게 되는 날 모든 것이 무덤에서 나와 

홀로 계시며 권능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느니라 그날 그 는 족쇄에 

묶여 있는 죄인들을 보리라 그날 그들의 의상은 역청으로 되어 있으며 불이 그들

의 얼굴을 둘러싸노라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그가 얻은 것만큼 보상하시니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계산에 신속하시니라 (수라트 아브라함 14:48‐51)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나스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어떤 사람이 사도에

게 질문을 하 다. “사도님, 불신자들은 부활의 날 그들의 얼굴은 어떤 상태가 

됩니까?” 이에 사도께서 답하시길, “현세에서 그를 두 발로 걷게 하신 분이 부

활의 날 그를 얼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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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게 하실  수 없겠습니까?”99)

3)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 맹수와 새들을 집할 것이다. 그들 간의 복수가 벌

어질 것이고 하물며 외뿔의 양이 두 뿔을 가진 양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 

후 맹수들 간에 복수를 중단시키고  그것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흙이 될

것이니라.”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땅위에 걷는 동물도 두 날개로 나는 새들도 너희와 마찬가지로 공동체의 일부

이니라 나는 그 어떤 것도 성서에 빠뜨리지 아니 했느니라 그들 모두는 종말에 주

님께로 불려가느니라 (수라트 알‐안암 6:38)

내세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심판의 날 모든 인간은 살아생전에 자신이 행한 좋은 일과 나쁜 일의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다. 믿는 자나 불신자, 복종했던 자나 거역했던 자 누구도 

예외 없이 그분 앞에 서게 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음을 가진 자들이여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염원하라 그리고 그분을 아

침저녁으로 찬양하라 너희에게 축복을 내리시는 분도 그분이시며 천사들도 너

희에게 관용을 베풀어 너희를 암흑에서 광명으로 인도하여 달라고 그분께 간구

하고 있노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자비로운 분이시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날 그들은 평화로우소서 라고 인사하노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들을 위

해 은혜로운 보상을 준비하여 두셨느니라 (수라트 알‐아흐잡 33:41‐44)

하나님을 공경할 것이며 언젠가 그분을 접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수라트 알‐바까라 2:223)

인간들이여 너희는 너희가 행한 것을 가지고 주님에게로 돌아가 주님을 만나

게 될 것이니라 그의 기록이 오른 손에 있는 자는 분명히 편안하게 질문을 받을 것

99)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4760) and Muslim (no. 2806). The Wording is that

of Musl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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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그리고 기뻐하며 그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그의 기록이 뒤에 

있는 자는 그의 멸망을 부를 것이니 그는 타오르는 불지옥으로 끌려가 불태워지

니라 (수라트 알‐인쉬까끄 84:6‐12)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우바다 빈 알‐사미트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

다. 예언자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 뵙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만나고자 하실 것이며 하나님 뵙기를 싫어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만나고자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100)

부활의 날 일어날 공포

부활의 날 벌어질 격렬한 공포

심판의 날은 격렬한 공포가 일어나는 날이다. 그날 모든 인간은 놀라고 공포

에 휩싸이게 된다. 나쁜 일을 저질 던 자들의 눈은 공포의 상황을 응시한다. 하
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위해 공포의 시간을 주흐르(zuhr; 정오예배)와 아스리

(asr; 한낮예배) 사이만큼의 간격을 두실 것이다. 그렇지만 불신자들에게는 5만 

년 동안만큼의 공포를 느끼게 하실 것이다. 다음은 그날 있게 될 공포의 양상이

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팔 소리가 한번 울려 퍼질 때 그리고 땅덩어리와 산들이 들리어 한 번에 산

산조각이 날 때 커다란 사건이 일어날 것이니라 그날 하늘은 갈라지고 힘을 잃게 

되느니라 (수라트 알‐하까 69:13‐16)

태양이 꼬여지고 그의 빛이 사라지며 별들이 빛을 잃고 떨어지며 산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새끼를 밴지 열 달 된 낙타가 보호받지 못하고 버려지며 

100)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6507) and Muslim (no. 2683).

The Wording is that of Bukh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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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이 떼를 지어 모이고 바다의 물이 불어 넘쳐흐르니라 (수라트 알‐타
크위르 81:1‐6)

하늘이 갈라지고 별들이 흩어지고 떨어지며 바닷물이 솟구쳐 흘러나와 하나

가되고  모든 무덤이 파헤쳐지니라 (수라트 알‐인피타르 82:1‐4)

하늘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면서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노라 지가 편편하게 

펼쳐지고 그 안의 모든 것이 내던져지어 속이 텅 비면서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노

라 인간들이여 너희는 너희가 행한 것을 가지고 주님에게로 돌아가 주님을 만나

게 될 것이니라 (수라트 알‐인쉬까끄 84:1‐6)

현실의 사건이 도래하면 아무도 그 사건을 부정할 수 없노라 이날 어떤 사

람은 굴욕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받을 것이며 지는 격렬하게 흔들

릴 것이라  산들은 산산조각 부수어져 티끌과 먼지가 되어 산산이 흩어지니라 그

리고 너희는 세 부류로 분류되나니 그 중의 한 부류는 우편의 동료들이 될 것이라 

이들은 얼마나 행복한 동료들이뇨 다른 부류는 좌편의 동료들이 될 것이라 이들

은 얼마나 불행한 동료들이뇨 또 자른 부류는 앞서가는 자들이 될 것이라 너희는 

앞서가는 자들에 하여 아느뇨 그들은 하나님 곁 가장 가까이서 축복의 천국에

서 기거하노라 (수라트 알‐와끼아 56:1‐12)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이븐 우마르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부활

의 날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 싶은 자는 다음을 읽어보시오. ‘태양이 꼬여지고 그의 

빛이 사라지며 (꾸란 수라트 타크위르), 하늘이 갈라지고 (수라트 알‐인피타르), 
하늘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면서 (수라트 알‐인쉬까끄)’”101)

심판의 날 지구와 하늘의 재배치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구가 다른 지구로 변하고 하늘도 그렇게 되는 날 모든 것이 무덤에서 나와 

101) Authentic; narrated by Ahmad (no. 4806) and Tirmizi (no. 3333). The Wording is that of

Tirmiz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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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계시며 권능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느니라 그날 그 는 족쇄에 

묶여 있는 죄인들을 보리라 그날 그들의 의상은 역청으로 되어 있으며 불이 그들

의 얼굴을 둘러싸노라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그가 얻은 것만큼 보상하시니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계산에 신속하시니라 (아브라함 14:48‐51)

두루마리 종이를 마는 것처럼 내가 하늘을 접어버릴 그날을 상기하라 내가 첫 

번째 창조를 했던 것처럼 나는 그것을 다시 창조할 것이며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

시 수행되니라 (수라트 알‐안비야 21:104)

심판의 날 지구와 하늘이 재배치될 때 인간이 있게 될 곳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타우반이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내가 사도 옆에 서 있

을 때 유 교의 한 랍비가 다가오더니 질문을 하 다. “현재의 지구가 다른 지구

로 재배치될 때 인간은 어디에 있게 될까요? 또 하늘이 다른 하늘로 재배치 될 때 

인간은 어디에 있게 될까요?” 이에 예언자께서 답하시길, “인간은 다리 옆 어둠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다른 전언에서는, “시라트(sirat) 위에 있게 될 것입니

다.”라고 전하고 있다.102)

심판 장소의 뜨거운 열기와 공포

부활이 끝나면 모든 인간은 심판을 받을 장소에 모이게 된다. 그곳은 하나님

의 심판이 내려질 장소다. 모두가 벌거벗은 채, 맨발에 할례가 되지 않는 상태로 

모인다. 그날 태양이 가까이 다가오고 모든 인간은 자신들의 행위와 업적의 량

에 따라 엄청나게 땀을 흘리게 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예
언자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 지구를 움켜쥐고 하늘을 그분의 오른손으로 

둘둘 말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왕이다. 지구의 왕들이 어디에 있

느냐?’ ”103)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미까드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나는 사도께서 이렇게 

102) Narrated by Muslim (no. 315) and (no. 2791) from 'Aisha.

103)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7382) and Muslim (no. 2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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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부활의 날 태양이 사람들에게 오는데 1 마일 정도 가

까이 올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 땀에 잠기에 됩니다. 어떤 

사람은 땀이 그의 목에까지 차오를 것이며, 어떤 사람은 허리까지 차오를 것이요,  
어떤 사람은 입과 코에까지 차오를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언자는 자신

의 손으로 자신의 입을 가리켰습니다.104)

하나님의 그늘에 있게 될 사람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예언

자께서 말씀하시길, “그날 하나님께서 내리실 그늘에서 보호받게 될 일곱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그분의 그늘 외에는 어떤 그늘도 없는 날입니다. 공
정한 통치자, 하나님을 숭배하며 성장한 청년, 마음이 항상 모스크에 가 있는 사

람, 사랑하면서 서로 만나 하나님을 위해 떠나는 사람, 신분과 지위가 있는 아름

다눈 여성이 유혹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유

혹을 거절하는 남자, 오른 손으로 자선을 하고 왼쪽 손이 모르게 자선을 베푸는 

자, 혼자 하나님을 상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자가 하나님의 그늘에서 보호를 받

습니다.”105)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우끄바 빈 아미르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예
언자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인간은 자신의 희사금의 그늘에서 보호를 받을 것이

니 이것으로 다른 사람과 차별이 되지요.”106)  

심판을 하기 위한 하나님 등장

심판의 날 인간을 심판하시기 위해 모습을 드러내실  것이다. 이 땅은 그분의 

빛으로 빛을 발산할 것이며 인간은  그분의 웅장함과 장엄함에 놀라게 된다. 다음

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가 산산이 부수어지고 주님께서 임하시고 천사들이 줄지어 나타나니라 

104) Narrated by Muslim (no. 2864).

105)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660) and Muslim (no. 1031). The Wording is

that of Bukhari's.

106) Authentic; narrated by Ahmad (no. 17333) and Abu Dawood (no. 2431). The Wording is

that of Ahm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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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지옥이 다가오니 인간은 그의 업적을 상기하나 그의 회고가 어떻게 그를 유

익하게 하겠느뇨 (수라트 알‐파즈르 89:21‐23)

나팔 소리가 한번 울려 퍼질 때 그리고 땅덩어리와 산들이 들어 올려 져 져 한 

번에 산산조각이 날 때 커다란 사건이 일어날 것이니라 그날 하늘은 갈라지고 힘

을 잃게 되니라 천사들이 주변에 줄지어 서고 그날 그들 위로 여덟 천사가 주님의 

권좌를 떠받을 것이니라 그날은 너희가 불려나가 심판을 받는 날로 그날에는 너

희의 어떤 비 도 감추어질 수 없느니라 (수라트 알‐하까 69:13‐18)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예언

자께서 말씀하시길, “모세보다 나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지 마시오. 왜냐하면 부활

의 날 사람들은 의식을 잃게 됩니다. 그 중에서 내가 제일 먼저 의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권자 한쪽을 잡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모세가 

의식을 잃었다가 나 앞서 의식을 회복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해 의식을 잃은 

자들로부터 제외가 되었는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107)

심  판

심판의 날 주님 앞에 집합된 인간은 극도의 고민에 빠지게 된다. 무서운 공포

에 떠는 인간이 있고 서 있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다. 모두가 심판을 기다리며 분

리되기를 바란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날은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날이 될 것이며 그들에게는 어떠한 변명도 허락

되지 않노라 그날은 진리를 거역했던 자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라 그날은 분류

가되는 날로 나는 너희들과 너희 이전의 모든 자들을 모두 한 곳에 불러 모으니라

너희가 계략을 꾸미고 음모할 것이 있다면 나에 항하여 그렇게 하여보라 (수라

트 알‐무르쌀라트 77:35‐39)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예언

107)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2411) and Muslim (no. 2373). The Wording is that

of Bukh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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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께서 말씀하시길, “부활의 날 내가 모든 인간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은 그 이유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부활의 날 일찍 온자와 늦게 온자 모두를 평

지에 집할 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포고하는 소리가 들려올 것이며 모든 시

선이 자신들에게로 집중될 것입니다. 이때 태양이 근접해 옵니다. 

사람들은 참기 어렵고 감당할 수 없는 번민과 불안과 고통을 체험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을 모르

나요? 어떤 불행이 여러분을 덮쳤느니 모르나요? 누가 주님 앞에서 여러분을 위

해 중재할 분인지 모르나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아담에게 가보시오’ 이 말을 아담에게 가서, ‘아담, 당신은 인류의 조상입니다. 알
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당신을 빚으신 후 그분의 혼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인간에게 절을 하라고 하 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우리를 위해 주님께 중재하여 주십시오. 당신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을 모르나

요? 어떤 불행이 우리를 덮쳤느니 모르나요?’

아담이 답하길, ‘주님께서 화가 나 계십니다. 이렇게까지 화나신 적은 없으

며 앞으로 이처럼 화나 날 날은 없을 것이요. 그분께서 나에게 어떤 나무에 접근하

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그만 그 나무에 접근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나는 나 자신에 

하여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니 다른 예언자에게로 가서 중재를 부탁해 봐요.’ 그
들은 노아, 아브라함과 모세와 예수에게 가서 중재를 부탁하나 모두가 사양하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화가 나 계십니다. 이렇게까지 화나신 적은 없으

며 앞으로 이처럼 화나 날 날은 없을 것이요. 나는 나 자신에 하여 걱정하고 있

어요. 

그리고 예수는 무함마드에게로 가보라고 말할 거에요.’ 그래서 그들이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할 거에요.‘무함마드, 당신은 모든 예언자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오

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간 당신의 모든 죄와 앞으로 있을 당신의 죄를 모두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 저희를 위해 주님께 저희를 중재하여 주십시오. 당신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을 모르나요? 어떤 불행이 우리를 덮쳤느니 모르시나

요?’무함마드가 답하길, ‘내가 하나님의 권좌 밑에 도착하여 그분 앞에 엎드려 

말씀을 드리겠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자에게도 밝히지 않으셨던 것을 

나에게 알려주실 것이요 그분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감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

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오 무함마드, 너의 고개를 들라 그리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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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그리하면 허용될 것이니라. 중재를 간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중재가 수락

될 것이니라.’ 그래서 나는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주님이시여! 나의 공동체여!  
나의 공동체여!’ 그리고 이런 말이 있을 것입니다. ‘오 무함마드, 오른편으로 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라. 너는 계산이 필요 없는 자들 중에 한 사람이니라. 그들은 이 

문 옆에 있는 다른 문들을 함께 사용할 것이니라.’ 나는 말하지요. ‘나 무함마드의 

생명을 쥐고 있는 분이시여, 천국의 이 두 문 사이의 거리는 메카와 하자르 혹은 

메카와 부스라 거리만큼이군요’”108)

그런 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각자의 인간에게는 각자에 관한 기록서

가 펼쳐질 것이며 각자의 행위와 업적이 저울에 놓일 것이다. 그리고 저울 무게에 

따라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오른쪽 손에 기록서가 주어진 자들은 천국에 들

어갈 것이요 왼쪽 손에 주어진 자들은 불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다음은 이와 관련

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는 천사들이 옥좌를 둘러싸고 주님의 광을 찬미하는 광경을 볼 것이

니라 그리고 모든 인간은 진리에 의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니라 그리고 이런 

말이 들릴 것이라 온 누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라(수라트 주‐
마르 39:75)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싸이드 알‐쿠드리가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우
리가 사도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지요. “사도님, 저희가 부활의 날 주님을 뵈올 수 

있을까요?” 사도께서 답하시길, “하늘이 맑을 때 태양과 달을 보는데 어떤 어려

움이 있는가요?” 우리는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도께서 말씀하시길, “하늘

이맑을 때 태양과 달을 보는데 어떤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그날 주님을 보는 데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시 예언자께서 말씀하시길, “누군가가 이렇게 공

표할 것입니다. ‘각 민족은 그 민족이 숭배했던 것을 따라 가시요.’ 그러자 십자가

의 교우들은 십자가와 함께 갈 것이요, 우상 숭배자들의 교우들은 우상들과 함께

갈 것이며, 각자의 사신을 숭배한 자들은 각자의 사신들과 함께 갈 것입니다. 그
리고 하나님만을 숭배한 자들과 그분께 복종했던 자들과 방탕했던 자들, 그리

108)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4713) and Muslim (no. 194). The Wording is that

of Musl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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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성서의 백성들 일부는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 후 지옥이  신기루처럼 그들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유 인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무엇을 숭배하

지요?’  그들이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우자이르

(uzair)을 숭배하 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이런 말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들

은 거짓말을 하고 있소. 하나님께서는 자식이나 아내를 두지 않았습니다. 당신

들은 지금 무엇을 원합니까?’ 그들이 답하길,  ‘마실 물을 원합니다.’그러면 

그들에게 이런 말이 있을 것입니다. ‘마시라’ 그리고 그들은 불지옥에 떨어질 것

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독교인들에게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무엇을 숭배

하 지요?’ 그들이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를 숭배하 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이런 말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거짓

말을 하고 있소. 하나님께서는 자식이나 아내를 두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무엇을 원합니까?’ 그들이 답하길, ‘마실 물을 원합니다.’그러면 그들에게 이

런 말이 있을 것입니다. ‘마시라’ 그리고 그들은 불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남아 있는 하나님만을 숭배한 자들과 그분께 복종했던 자들과 방탕했던 자

들, 그리고 성서의 백성들 일부에게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민족들은 다 

가고 없는데 무엇이 여러분들을 잡아두고 있습니까?’ 그들이 답하길, ‘오늘 우

리가 필요한 것보다 더욱 그들을 필요로 했을 때 우리는 현세에서 그들을 떠났습

니다. 그리고 각 민족은 그 민족이 숭배했던 것을 따라 가시오 라는 소리를 들었습

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후 그들이 처음에 보

았던 그런 형태가 아닌 절 자께서 나타나, 내가 바로 여러분의 주님이라고 말하

자, 당신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그들은 답했다. 예언자들 외에는 아무도 

그분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은 그분을 알 수 있는 어떤 징조를 알고 있습니까?’ 그들이 답하길, ‘정강이입

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그분의 정강이를 드러내십니다. 

이때 모든 믿는 자들은 그분을 위해 부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명판을 위해 그분 앞에 엎드렸던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

의 등은 구부릴 수 없는 나무 막 기처럼 굳어 있을 것입니다. 그들 앞에는 지옥

으로 건너가는 다리가 놓여 질 것입니다. 예언자의 교우들인 우리는 그 다리에 

관하여 예언자에게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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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그분께서 답하시길,  ‘그것은 미끄러운 다리로 그 위에는 꺽쇠들이 

있고 한쪽 넓은 곳과 다른 한쪽 좁은 곳에는 갈고리 같은 가시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시는 나지드 지역에서 '사으단'이라 불리지요. 믿는 자들의 일부는 눈 깜박할 사

이에 그 다리를 건너가고, 일부는 빛처럼 지나고, 일부는 강풍처럼 지나고, 일부

는 빠른 말처럼 지나고, 일부는 암낙타처럼 지나지요. 그래서 일부는 아무런 피해

를 입지 않고 안전하고, 일부는 할퀸 뒤 안전하고, 일부는 불지옥에 떨어질 것입니

다.  마지막으로 그 다리를 건너는 자는 그 다리위로 질질 끌려 갈 것입니다. 예언

자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은 더 이상 나로부터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절 자에게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날 여러분을 안전할 

것입니다.”

그들이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저희 형제들을 구제하여 주소서. 그들과 

저희와 함께 예배드렸고, 저희와 함께 금식하 으며, 저회와 함께 좋은 일도 하

습니다.” 하나님께서 답하실 것입니다. “가서 여러분처럼 1디나르 무게만큼의 

믿음이 있는 자는 불지옥에서 꺼내오너라.” 하나님께서는 이들 죄인들의 얼굴을 

태우지 않도록 불에 금지령을 내리셨다. 지옥에 빠진 그들에게 갔을 때 일부는 발

까지만 불지옥에 빠져있고, 일부는 다리 중간까지 빠져 있었다. 그리하여 확인된 

자들은 불지옥에서 구제되어 돌아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가서 여러분처럼 1디나르 

무게만큼의 믿음이 있는 자는 불지옥에서 꺼내오너라.” 그러면 그들이 가서 확인

된 자들을 불지옥에서 데리고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

하신다. “여러분처럼 하나의 핵 무게만큼의 믿음이 있는 자들을 불지옥에서 꺼내

오너라.” 그러면 그들이 가서 확인된 자들을 불지옥에서 데리고 나온다.

아부 싸이드는 말하길, “만일 여러분이 나를 믿지 못한다면 다음의 꾸란을 읽

으시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티끌만큼도 불공정하지 아니 하시니 선을 행하는 자에게

는 곱절로 크게 보상하여 주시느니라 (수라트 알‐니싸아 4:40)

예언자께서 덧붙여 말씀하시길, 그런 후 예언자들과 천사들이 믿는 자들을 위

해 중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 자께서 말씀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제 나의 중재가 남아 있느니라.” 그리고 불 한줌을 쥐고 몸이 불에 타버린 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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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를 꺼내 천국의 문에 있는 생명의 강이라 불리는 강에 던지실 것입니다. 그러

면 씨앗이 습지에서 자라나듯 그들은 강 언덕에서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씨앗이 돌 옆에서 자라고 나무 옆에서 자라는 

것을 보았을 것이라. 태양을 향한 쪽은 푸르고 그늘을 향한 쪽은 흰색깔이라. 

이들이 생명의 강에서 나오면 이들은 황금 목걸이를 선물 받고 천국으로 들어

가니라. 그러면 천국의 사람들이 말하길, “이들은 가장 자비로운 분께서 구제하여 

준 자들입니다. 그분께서 천국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여주셨습니다. 이들은 어

떤 선행을 한 것도 아니고 자신들을 위해 어떤 좋을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후 그들에게 이런 말씀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보았던 것이요 그

리고 너희가 가졌던 것과 같은 것이요.”  

계산과 저울

계산(al-hisaab)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분 앞에 세우실 때 그들이 땅에 있을 때 행하 던 모든 

것을 보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행위와 업적에 따라 보상을 하신다.  좋은 

행위 하나는 10배에서 700배 혹은 그 이상으로 보상해 주시며 나쁜 일 하나는 

그에 한 가를 치른다.

행위와 업적의 기록서

현세에서 실천한 선행과 악행이 쓰여진 기록서가 각자에게 주어진다. 그 기록

서가 오른쪽 손에 주어진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행복한 자들이다. 왼쪽 손에 기

록서가 주어지는 자들이 있다. 이들은 불행한 자들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

나님의 말씀이다. 

인간이여 너희는 너희가 행한 것을 가지고 주님에게로 돌아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 그의 기록이 오른 손에 있는 자는 분명히 편안하게 질문을 받을 것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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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리고 기뻐하며 그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그의 기록이 뒤에 있

는 자는 그의 멸망을 부를 것이니 그는 타오르는 불지옥으로 끌려가 불태워지니

라 (수라트 알‐인쉬까끄 84:6‐12)

그러나 그의 왼손에 기록부를 받은 자는 말할 것이라 나의 기록부를 받지 않으

면 좋으련만 하고 탄식하면서 제가 저지른 행위에 한 징벌이 무엇인지 몰랐나

이다   차라리 죽어버리면 좋을 텐데 라고 말할 것이니라 (수라트 알‐하까 

69:25‐27)

심판의 날 받게 될 질문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은 따르지 말지니라 들었던 것과 보았던 것과 마음속에 

품었던 모든 것에 관하여 심판의 날 심문을 받을 것이니라 (수라트 알‐이스라 

17:36)

그날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불러 물으실 것인즉 나와 같다고 너희가 주장한 

사신들이 어디에 있느뇨 (수라트 알‐까사스 28:62)

그날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불러 물으실 것이니라 사도들에게 무어라 답했

느뇨 (수라트 알‐까사스 28:65)

그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그들 모두에게 분명히 질문할 것이니라 질문은 그

들이 행한 모든 것에 관한 것이니라 (알‐히즈르 15:92‐93)

계약을 이행하라 모든 계약에 하여 심문을 받을 것이니라 (수라트 알‐이스

라 17:34)

그런 후 너희는 세속적인 향략을 즐긴 것에 하여 문책을 받을 것이니라 (수
라트 알‐타카쑤르 102:8)

그때 나는 사도들을 맞이했던 자들에게 물을 것이요 또한 사도들에게도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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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니라 그리하여 나는 지혜로써 그들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여 줄 것이니라 

나는 때와 장소와 무관하게 존재하고 있느니라 그날의 저울은 진리이니 선행으로 

저울이 무거운 자가 번창하는 자들이니라 (수라트 알‐아으라프 7:6‐7)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바르자 알‐아슬라미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

이다. 사도께서 말씀하시길, “심판의 날 인간의 두 발은 서 있는 상태로 네 가지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살면서 무엇을 했는가, 배운 지식으로 무엇을 했는가, 어디

서 재물을 얻고 어떻게 사용했는가, 자신의 몸은 어떤 방법으로 활용했는가.”109)

계산 방법

부활의 날 계산을 받게 될 인간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첫째: 믿는 자들은 아주 편하게 질문을 받는다. 단지 현세에서 실천했던 행위

와 업적 발표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관용과 용서에 의해 그분의 축복이 내려

짐을 알게 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이샤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부활의 

날 계산 받는 자는 아무도 없고 모두가 멸망할 것입니다.”라고 예언자께서 말씀

하셨을 때 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지 

않아요.”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의 기록이 오른 손에 있는 자는 분명히 편안하게 질문을 받을 것이니라 (수
라트 알‐인쉬까끄 84:7‐8)

그러나 사도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꾸란 절은 단지 현세에서 실천했던 행위

와 업적 발표라는 것을 의미한 것이지요. 각자의 행위와 업적에 따라 부활의 날 분

명히 벌을 받게 될 것이요.”110)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이븐 우마르가 전하고 있는 내용

109) Authentic; narrated by Tirmizi (no. 2417) and Darimi (no. 543). The Wording is that of

Tirmizi's.

110)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6537) and Muslim (no. 2876). The Wording is that

of Bukh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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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부활의 날 믿는 자가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는 그에게 가벼운 베일을 

씌우고 그의 잘못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너의 잘

못을 인정하느냐?’ 믿는 자는 답합니다. ‘주님이시여, 저는 저의 잘못을 모두 인

정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현세에 있었던 너의 잘못을 감

추어 주고 오늘 지금은 그 잘못을 용서할 것이니라.’ 그런 후 그에게 그가 실천했

던 선행의 기록서가 주어질 것입니다. 불신자들과 위선자들의 경우에는 모든 피

조물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에 하여 거짓말 했던 모든 것을 총제적으로 공고를 

할 것입니다.”111)   

둘째: 불신자들은 아주 어렵고 힘들게 질문을 받는다. 크고 작은 모든 것에 관

한 질문을 받는다. 사실을 말하면 그가 인정한 것만 계산된다. 그러나 다시 거짓말

을 하려고 시도하거나 숨기려한다면 그의 입이 봉해지고 신 그의 손과 발이 

그의 입을 신해서 말할 것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날 나는 저들의 입을 봉인할 것이니 저들의 손들이 내게 말하고 저들의 발들

이행한 모든 것을 증거할 것이니라 (수라트 야씬 36:65)

계산대에 오를 민족과 공동체 

1) 심판의 날 있을 계산은 모든 인간에 해당되지만 7만 명은 제외다. 이들은 

예언자께서 자신의 이슬람 공동체 중에서 제외시킨 자들이다. 이들은 계산되지 

않고 바로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다.

2) 불신자들은 심판의 날 그들의 모든 행위에 근거하여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계산을 받는다. 이것은 그들에게 큰 모욕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받게 될 징

벌은 서로 다르다. 죄를 많이 지은 자는 그보다 적에 지은 자보다 더 큰 징벌을 받

는다. 그들 중에 좋은 일을 한 자에게는 현세에서 양식으로 주어졌던 풍요로운 양

식이 주어진다. 그러나 그들 역시 심판의 날에는 불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

111)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2441) and Muslim (no. 2768). The Wording is that

of Musl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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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든 민족 중에서 첫 번째로 계산을 받게 되는 민족은 무함마드의 공동체

다. 무슬림이 계산을 받게 될 첫 번째 요소는 예배다. 그의 예배가 바르게 수행되

었다면 그 밖의 나머지도 건전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예배가 바르지 못했다

면 그 밖의 다른 것도 바르지 못한 것으로 계산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결정되는 

첫 번째 핵심은 허용되지 않는 피를 흘리게 한 것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

나스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사도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가 행한 좋은 일은 어떤 것 하나라도 부정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에 한 

가로 현세와 내세에서 그에 한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불신자에게는 그

가 하나님을 위해 행한 것에 해서는 현세에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지지

만 내세에서는 그에 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112)

심판의 저울 

심판의 날 모든 인간의 업적을 계산하기 위해 저울이 설치된다. 한 사람씩 호

명을 받고 앞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계산하시면서 그들의 행위와 

업적에 해 물으신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는 심판의 날 공정한 저울을 준비하나니 어느 누구도 불공평한 우를 받지 

않도록 함이라 비록 겨자씨만한 무게일지라도 나는 그것을 드러내 계산하리니 계

산은 나만으로 충분하느니라 (수라트 알‐안비야 21:47)

그날의 저울은 진리이니 선행으로 저울이 무거운 자가 번성하는 자들이니라 

저울 눈금이 가벼운 자들은 자신들의 혼을 잃게 되니라 그것은 나의 말씀과 징

표들을 거역했기 때문이라 (수라트 알‐아으라프 7:8‐9)

그날 선행이 많은 자는 안락한 삶을 누릴 것이나 선행이 없는 자는 불지옥 구

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라 불지옥의 구덩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 에게 설명하려 

주리요 그것은 격렬하게 타오르는 불지옥이라 (수라트 알‐꾸라이쉬 101:6‐11)

112) Narrated by Muslim (no. 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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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적의 무게

심판의 날 각 인간이 행한 업적은 좋고 나쁜 것 할 것 없이 모두 저울에서 무게

가 결정된다. 좋은 업적의 무게가 나쁜 업적의 것보다 무거울 경우 그는 분명히 성

공할 것이다. 그러나 나쁜 업적이 좋은 업적보다 무거울 경우에는 그는 멸망할

것이다. 각 개인 모든 업적의 무게는 하나님의 정의 앞에 놓이게 된다. 심판의날

각 인간의 저울에 놓일 수 있는 가장 무거운 것은 바로 훌륭한 품성과 예절바른

자세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날의 저울은 진리이니 선행으로 저울이 무거운 자가 번성하는 자들이니라 

저울 눈금이 가벼운 자들은 자신들의 혼을 잃게 되니라 그것은 나의 말씀과 징

표들을 거역했기 때문이라 (수라트 알‐아으라프 7:8‐9)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예
언자께서 말씀하시길, “부활의 날 거 한 몸집의 뚱뚱한 남자가 저울에 올라가

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모기 날개만큼도 무게가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 그리고 꾸

란을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들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과의 만남을 부정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저들이

하는 일은 헛되며 심판의 날 내가 저들에게 아무런 가치도 두지 아니할 것이니

라 (수라트 알‐카흐프 18:105)

내세에서 불신자들의 행위에 대한 규범

내세에 갔을 때 불신자들과 위선자들의 행위와 복종은 수락되지 않는다. 현
세에서 하나님에 한 믿음의 조건을 이미 잃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업적들은 

강풍에 날려가는 잿더미와 같은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든 인간들 앞에 

불려나간다. 그리고 이런 말을 듣게 된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에 항하여 거

짓말을 했던 자들이니라.”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에 하여 거짓말 하는 자보다 더 나쁜 죄인이 누구이뇨 그들이 주님 앞에 

세워 질 때 천사들이 말할 것이라 이들은 주님에 관해 거짓말 한 자들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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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죄인들 위에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니라 (수라트 후드 11:18)

주님을 불신하는 자들을 비유하사 저들이 하는 일은 폭풍우가 부는 날 폭풍에 

휘날리는 잿더미와 같으니라 저들은 자신들이 얻은 것에 하여 아무 것도 할 수

가 없노라 그것이 진리의 길에서 멀리 있는 최후의 방황이라 (수라트 아브라함

14:18)

저들이 천사들을 보는 그날 모든 죄인들에게는 아무 기쁜 소식도 없으며 또 천

사들이 말하길 이것은 너희에게 금지된 것이라 하노라 나는 저들이 현세에서 행

한 모든 것을 돌아볼 것이며 그러한 행위들을 허공에 나부끼는 먼지로 만들 것이

니라 (수라트 알‐푸르깐 25:22‐23)

행위와 업적을 눈으로 확인

심판의 날 각 인간의 모든 업적이 자신 앞에 펼쳐진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펼

쳐진 각자의 업적을 직접 보게 된다. 크고 작은 것, 좋고 나쁜 것 할 것 없이 현세

에서 자신이 행하 던 자신의 모든 것을 보게 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

의 말씀이다. 

그날 인간은 자신들이 행하 던 것들의 결과를 보기 위해 여기저기에서 떼를 

지어 나오느니라 티끌만한 선을 행한 자도 그것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요 티끌만

한 죄를 저지른 자도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니라 (수라트 알‐잘잘라 99:6‐8)

심판의 날 어린이들에 대한 규범

선조들이 인간의 선조 아담의 모습을 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믿는 자들

의 어린이들도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무쉬리킨의 어린 자녀들도 마찬가지

다. 이들도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로 선조들처럼 결혼할 것이다. 현세에서 결혼

하지 않고 죽은 자는 내세에 가서 결혼할 것이다. 그래서 천국에는 결혼하지 않

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11. 믿음(iman)의 기둥들    197

실로 그날 천국에 거주하는 자들은 그들이 행한 것으로 크게 기뻐할 것이니라 

그들은 그의 아내들과 시원한 그늘에서 치장된 침상에 기 며 기뻐할 것이니라 

(수라트 야씬 36:55‐56)

중재(shaf'ah)

중재

중재는 누군가를 위해 도움을 간청하는 것을 말한다.

중재의 종류

부활의 날 중재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예언자 무함마드의 특별한 중재가 있다. 그것의 형태는 다양하다.

1)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위한 예언자의 위 한 중재가 있다. 예
언자는 그들을 신하여 중재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를 위한 특별한 것으로 이를 가리켜 마깜 마흐무드(maqaam 
mahmuud; 찬양과 찬미를 받을 위치)라 한다.

2) 그분의 중재는 그분이 소속된 공동체의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
특별한 사람들은 계산 없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들의 숫자는 7만 명이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앞서 언급되었던 내용이다. “그 의 공동체는 

천국에 들어가라. 아무런 계산 없이 오른쪽 문으로 들어가면 되느니라.”

3) 좋은 일을 한 사람이나 나쁜 일을 한 사람이나 그분의 중재는 동일하다. 그
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달라고 중재하실 것이다.

4) 받게 될 보상 외에 추가로 들어갈 천국의 등급을 올려달라고 중재하실

것이다.

5) 삼촌 아부 딸립이 받게 될 징벌을 감소시켜달라고 중재하실 것이다.

6) 믿는 자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달라고 중재하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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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예언자 무함마드와 다른 예언자들과 그리고 믿는 자들의 일반적인 중재

가 있다. 이것은 무슬림들 중에서 불지옥에 가게 될 자들이 그곳에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 있는 자는 나올 수 있도록 하여달라는 중재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나

님의 말씀이다.

하늘에 아무리 많은 천사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

에게 허락을 내리시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중재할 수 없느니라 (수라트 알 ‐
나즘 53:26)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각 

예언자는 응답이 가능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예언자는 서둘러 기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심판의 날 나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를 보류하고 있었

습니다. 나의 공동체 소속 무슬림이 하나님께 다른 것을 비유하지 않고 죽었다면 

나의 중재가 그에게 허용될 것입니다.”113)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알‐다르다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순
교자의 중재는 그의 가족 칠십 명에게 허용될 것입니다.”114) 

중재를 위한 두 가지 조건

1) 하나님으로부터 중재의 허락을 받은 것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알라하나

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어느 누가 그분 앞에서 중재할 수 있겠느뇨 (수라트 알‐

바까라 2:255)

2) 중재자와 중재의 상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야 한다. 다음은 이

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늘에 아무리 많은 천사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에

113)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6304) and Muslim (no. 199). The

Wording is that of Muslim's.

114) Authentic; narrated by Abu Dawood (no. 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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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허락을 내리시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중재할 수 없느니라 (수라트 알‐나즘 

53:26)

불신자들을 위한 중재는 없다. 그들은 불지옥에 들어가 그곳에서 원히 머무

르게 된다. 그들을 위한 중재의 기회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 중재는 그에게 아

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음은 죄인들에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하여 그들에게는 중재하는 자의 중재도 아무런 소용이 없느니라 (수라트 

알‐무다씨르 74:48)

예언자 무함마드에게의 중재 요구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중재를 희망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 중재를 하

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된다. “하나님이여, 당신의 예언자의 중재로 

저에게 축복을 내려주소서.” 이런 중재요청과 함께 하나님 숭배를 위해 필요한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인사를 하고 그분이 귀중한 위치

에 있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중재의 요청을 반복하는 것도 한 방

법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부

활의 날 가장 좋은 행운이 있게 될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 외에 숭

배 받을 권리를 가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간구는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나

오는 진실한 간구이어야 합니다.”115) 

호수(hawd)

예언자께서 묘사한 호수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115) Narrated by Bukhari (no.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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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내가 그 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었나니 주님께 예배하고 제물을 바칠 

것이라 그  무함마드를 싫어하는 자는 현세와 내세에서 모든 풍요와 은혜로부터 

단절 될 것이니라 (수라트 알‐카우싸르 108:1‐3)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압둘라 빈 아므르 빈 알‐아스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나의 호수는 너무나 커서 그곳을 가로질러 가려면 한 달 동안의 여행

이 필요합니다. 이 호수의 물은 우유보다 더 하얗고, 냄새는 머스크 향기보다 더 

좋으며, 그것을 마시는 잔은 하늘에 있는 별들의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그곳의 물

을 마신 자는 그 이후로 절 로 갈증이 나지 않습니다.”116)

다음은 다른 전언에 언급된 내용이다. “양 모퉁이 사이의 거리는 암만과 샴 지

역의 아일라 지방 사이 정도입니다. 그 호수의 물은 우유보다 더 하얗고 맛은 꿀보

다 더 달지요.”117)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나스 빈 말리크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나의 호수 넓이는 샴 지역의 아일라  지방과 예멘의 사나아 지방까지의 넓이입니

다. 이 물을 떠올 수 있는 항아리 숫자는 하늘의 별 숫자만큼이나 많습니다.”118) 

이 호수에서 추방되는 자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부
활의 날 셋에서 열 개의 무리들 중에서 한 무리가 나에게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들은 그 호수로부터 추방될 것입니다. 나는 말할 것입니다. ‘주여, 이들은 나와 함

께한 교우들인지요?.” 이때 이런 말이 나에게 들릴 것입니다. “그 가 세상을 떠

난 후 그들이 만들어 낸 이설에 관해 그 는 알지 못했느니라. 그들은 이슬람을 배

반하고 배교자가 되었느니라.”119)

116)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6579) and Muslim (no. 2292). The 

Wording is that of Bukhari's.

117) Narrated by Muslim (no. 2300), from Abu Dharr.

118)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6580) and Muslim (no. 2303). The 

Wording is that of Bukhari's.

119) Narrated by Bukhari (no. 6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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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al-siraat)

지옥 위에 있는 다리로 무슬림은 이 다리를 건너 천국으로 간다.

이 다리를 건너가는 사람

이 다리를 건너가는 사람은 무슬림들이다. 불신자들과 무쉬리킨들은 현세에

있을 때 그들이 숭배했던 우상들이나 사신들이나 사탄들을 따라 불지옥으로 간

다. 이들은 무슬림들이 건너가는 다리를 건너지 못한다.

남아 있는 자들은 하나님 한분만을 숭배했던 자들이 될 것이다. 비록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숭배했든 혹은 위선적으로 숭배했든 남게 된다. 다리가 그들을 

위해 펼쳐질 것이다. 위선자들은 엎드릴 수 없게 되어 이것으로 이들은믿는 자

들과 식별이 된다. 믿는 자들에게만 비치는 빛으로도 위선자들이 식별된다. 위
선자들은 이 다리를 건너가지 못하고 뒤돌아와 불지옥으로 들어가며 믿는자들

은 이 다리를 건너 천국으로 들어간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날이 되면 너희는 믿음으로 충실한 남녀 신자들을 볼 것이니 그들의 앞과 

그들의 우편에서 빛이 비치면서 소리가 들려오니라 오늘 너희를 위한 기쁜 소식

이 있나니 그것은 강물이 흐르는 천국이라 그러므로 그곳에서 원히 살라 이것

이 가장 큰 승리이니라 그날 남녀 위선자들이 믿는 자들에게 말할 것이라 잠깐

만 기다려 주시오 우리도 광명을 찾고자 합니다 이때 소리가 들리노라 너희 뒤

로 돌아가서 빛을 구하라 그 순간 그들 사이가 분리되고 문이 하나밖에 없는 벽

이 세워지니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안의 은혜가 있을 것이요 밖에 있는 자

들에게는 징벌이 내려질 것이라 위선자들이 믿는 자들에게 외칠 것이라 우리도 

너희와 함께 있었지 않느뇨 그러자 그들이 답하길 사실이라 그러나 너희는 너

희 스스로 유혹에 빠지고 주저하 으며 의심을 품고 헛된 욕망에 사로잡혔기 때

문에 하나님의 징벌이 너희에게 떨어진 것이니라 기만하는 자가 하나님에 하

여 여러분을 속 던 것이요 그리하여 오늘은 너희 위선자들과 불신자들로부터 

어떠한 속죄의 값도 수락되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거주지는 불지옥이요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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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의 친구이니라 참으로 비참한 최후라 (수라트 알‐하디드 57:12‐15)

이 다리를 건너는 것은 계산과 업적에 한 무게가 결정된 다음의 일이

다.그리고는 반드시 이 다리를 건너야 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

씀이다. 

너희 중에 거기에 이르지 아니할 자 아무도 없나니 그것은 너희가 피할 수 없

는 주님의 단호한 결정이니라 그러나 나는 악을 경계하는 자들은 구하고 사악한 

자들은 그 안에서 무릎을 꿇게 하여 남겨 둘 것이니라 (수라트 마리아 19:71‐72)

그 다리의 모습과 건너는 상황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싸이드 알‐쿠드리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예언

자에게 질문을 했다.“사도님, 그 다리는 어떤 것입니까?” 사도께서 답하셨습니

다. “그것은 미끄러운 다리로 그 위에는 꺽쇠들이 있고 한쪽 넓은 곳과 다른 한쪽 

좁은 곳에는 갈고리 같은 가시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시는 나지드 지역에서는 사

단(Saʹdan)이라 불리지요. 믿는 자들의 일부는 눈 깜박할 사이에 그 다리를 건너

가고, 일부는 빛처럼 지나고, 일부는 강풍처럼 지나고, 일부는 빠른 말처럼 지나

고, 일부는 암낙타처럼 지나지요. 그래서 일부는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전하

고, 일부는 할퀸 후에 안전하고, 일부는 불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120)

이 다리를 건너는 첫 번째 사람

이 다리를 건너갈 첫 번째 사람은 예언자 무함마드와 이슬람 공동체다. 믿는

자들만이 이 다리를 건너갈 수 있다. 그들의 믿음과 선행에 근거하여 빛이 공급된

다. 그것에 근거하여 이 다리를 건너갈 것이다. 신뢰(amaanah)와 친척간의 유

관계가 이 다리 오른쪽과 왼쪽에 서 있다. 그리고 그날 사도들이 이렇게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이여, 안전을 허락하여 주소서! 안전을 허락하여 주소서!” 다

120)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7439)  and Muslim  (no.  183). The Wording  is  that of 
Muslimʹ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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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다리 하나

가 지옥 위로 설치될 것입니다. 나와 나의 공동체가 제일 먼저 이 다리를 건너갈

것입니다. 이날 사도들 외에는 누구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날 사도들

이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안전을 허락하여 주소서! 안전을 허락

하여 주소서!”121)

그 다리를 건너간 후 무슬림의 현상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싸이드 알‐쿠드리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

다. “불지옥으로부터 구제된 자들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어떤 다리에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현세에서 저질 던 잘못된 것들로 그들은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깨끗하고 순결한 상태가 됩니다. 이와 같은 씻음을 통해서 천국 입성이 허용되지

요. 나 무함마드의 혼이 달려 있는 분에게 맹세하지만, 천국에 들어간 각 개인은 

현세에서 살았던 집보다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집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122)

영원한 거처

인생의 단계

인간은 단계별 상황을 경험한다. 그리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한다. 하나

님께서는 제일먼저 흙으로 최초의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런 후 흙의 단계에서 

정액의 단계로 옮겨간다. 그런 다음에는 응혈의 단계로, 그 다음에는 살 세포의 단

계로, 그 다음에는 뼈의 단계로 그 다음에는 그 뼈에 살을 붙이는 단계로, 그 다음

121)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806)  and Muslim  (no.  182).  The Wording  is  that  of
Muslimʹs.

122) Narrated  by  Bukhari  (no.  6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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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다른 창조로 발전되었다. 그 후 인간이 이 세상에 출현하게 되고, 그 다음

에는 죽음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는 무덤으로 간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죽

은 자에게 다시 생명을 주어 집합장소로 인도하신다. 그 다음에 가는 곳이 바로 

원히 사는 천국 아니면 불지옥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실로 나는 아담을 흙으로 빚은 다음 그의 자손들을 한 방울의 정액으로 안정된 

곳에 두었으며 그런 다음 그 정액을 응혈 시키고 그 응혈로써 살을 만들고 그 살로

써 뼈를 만들었으며 그 살로써 그 뼈를 감싸게 한 후 다른 것을 만들었나니 가장 

훌륭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여 홀로 광 받으소서 그런 후 너희 모두가 임종하게 

하고 심판의 날 너희 모두를 부활하게 하시느니라 (수라트 알‐무으미눈 23:12‐16)

실로 너희는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옮겨 가느니라 (수라트 알‐인쉬까끄 

84:19)

영원한 거처

이 세상은 일을 하는 곳이고 저 세상은 보상을 받은 곳이다. 그러나 원한

거처 천국이나 지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일과 질문이 단절되지 않는다. 바르자

크와 심판의 날에 전개될 현상에서 죽은 자에 한 두 천사의 질문은 단절되지 

않는다. 

심판의 날 하나님께 앞에 엎드려 절하라는 소리가 있고, 정신 이상자와 예수 

그리고 무함마드 사이에 죽은 자들에 한 시험이 있다. 그런 후 하나님께서 믿

음과 행위에 근거하여 인간을 심판을 하실 것이다. 심판의 결과에 따라 천국으

로 갈 자들과 불지옥에 갈 자들로 분리될 것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에게 아랍어로 꾸란을 계시한 것은 이것으로 어

머니 도시의 주민들과 주변의 모든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의심할 바 없는 그날 

일부는 천국에 들어가고 일부는 타오르는 불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

해서라 (수라트 알‐슈라 42:7)

그날의 왕국은 하나님의 것이니 그분께서 저들을 심판할 것이니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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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은 환희의 천국에 있게 되니라 그러나 믿음을 

불신하고 나의 말씀을 부정하는 자들에게는 굴욕의 징벌이 내려 지니라  (수라

트 알‐즈 22:56‐57)

심판의 날이 도래하면 저들은 서로 헤어질 것이니라 그리고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는 자들은 천국에서 환 를 받을 것이요 그러나 믿지 않고 나의 징표와 내세

에서의 만남을 부인한 자들은 징벌을 받을 것이니라 (수라트 알‐로움 30:14‐16)

천국의 현상

천국(al-zannah)

천국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 저 세상에 준비하여 둔 원한 평화의 

집이다. 천국의 현상에 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천국을 창조하시고 천국의 축

복을 두시고, 그곳에 살 사람을 창조한 분께서 내려주신 꾸란과 그곳에 들어가 발

을 담근 예언자 무함마드의 하디스에 근거하여 말할 것이다. 다음은 꾸란과 정통 

하디스가 제시하는 근거들이다.

천국의 이름들

천국 자체는 하나지만 여러 가지 표현이 있다. 가장 많이 알려진 명칭들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1) 잔나(jannah; 정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유산상속에 관한 법이거늘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

께 복종하는 자는 누구든지 밑으로 강물이 흐르는 천국에 들어가 그곳에서 생

하며 광을 만끽할 것이니라 (수라트 알‐니싸아 4:13)

2) 잔나트 알‐피르다우스(janaat al‐firdaws; 천국의 정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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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은 가장 높은 천국의 정원들을 살 곳으로 가

지게 될 것이라 (수라트 알‐카흐프 18:107)

3) 잔나트 에덴(jannat ʹadan; 에덴의 정원)

이것은 하나의 교훈이라 실로 의로운 자는 최후의 아름다운 거주지를 갖게 되

니 에덴의 천국이 바로 그들을 위해 문을 열어놓고 있느니라 (수라트 솨드 

38:49‐50)

4) 잔나트 알‐쿨드(jannat al‐khuld;  원의 정원)

말하라 지옥이 더 좋으뇨 아니면 신앙인들에게 약속된 원의 천국이 더 나

으뇨 이들에게는 보상과 휴식처가 있느니라  (수라트 알‐푸르깐 25:15)

5) 잔나트 알‐나임(jannat al‐naʹim; 축복의 정원)

믿음을 갖고 선을 실천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천국이 있느니라 (루끄만 31:8)

6) 잔나트 알‐마으와(jannat al‐maʹwa; 안식처의 정원)

믿는 자가 사악한 자와 같을 수 있느뇨 그 둘은 결코 같을 수 없나니 믿음을 갖

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 한 보상은 안식처 천국이 있으며 그들은 그곳에서 생

하니라  (수라트 알‐싸즈다 32:18‐19)

7) 다루 알‐쌀람(dar al‐salam; 평화의 집)

그들을 위해 주님 곁에 평화의 집이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

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니 이것은 그들이 행한 것에 한 보상이니라 (수라트 알‐안
암 6:127)

천국의 위치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늘에는 너희가 일용할 양식이 있으며 또한 너희에게 약속된 것도 있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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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라트 알‐자리야트 51:22)

실로 무함마드가 다시 한 번 가브리엘 천사를 보았을 때 그는 마지막 시드

라 나무 옆에 있었노라 그곳 가까이에는 원히 살 천국이 있느니라 (수라트

알‐나즘 53:13‐15)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알
라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를 믿는 자가 예배를 드리고 라마단 달 금식을 실천하

는자에게 천국을 허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 이주

하거나 그가 태어난 곳에 남아 있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말에 질문이 

있었다. “사도님,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야 합니까?” 예언자께서

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전에 참가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한 

천국의 등급은 100개나 됩니다. 그리고 각 두 등급 사이의 거리는 하늘과 땅 사

이의 거리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것을 간청하려 한다면 

피르다우스(firdaws; 천국)를 간청하시오. 그것은 천국의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

다. 그곳은 천국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그 위에는 가장 자비로우신의권자가 있

으며 그곳으로부터 천국의 강물이 분출합니다.”123)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믿
는 자가 죽으면 자비의 천사들이 그에게 내려와 그의 혼을 하얀 실크 천에 싸서 

하늘의 문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혼에서 흘러나오는 향

기처럼 아름다운 향기를 맡아본 적이 없습니다.’”124)

천국의 문들에 대한 명칭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알

라하나님을 위해 어떤 한 쌍을 바친 자는 천국의 문으로부터 ‘하나님의 종이

여, 이 문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항상 예배하는 자는 

예배의 문에서 그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위해 성전하는 자는 성전

123) Narrated by Bukhari (no. 7423).

124) Authentic; narrated by Hakim (no. 1304) and Ibn Hibb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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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에서 부르는 소리를 들으며, 금식을 준수하는 자는 라이안 문에서 그를 부

르는 소리를 듣고, 너그럽게 자선을 베푸는 자는 자선의 문에서 그를 부르는 소

리를 듣습니다.” 아부 바크르가 질문을 하 다. “사도님, 이들 문으로부터 부

르는 소리를 들은 자들은 아무 것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모든 문들

로부터 동시에 부름을 받는 자가 있는지요?” 사도께서 답하시길, “당신이 그  

부름을 받는 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125)

천국의 넓이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어느 날 누가 

예언자에게 고기를 가져왔다 ... 중략... “나 무함마드의 생명이 달려있는 분에게 

맹세하지요. 천국 두 문 사이의 거리는 메카와 하자르, 혹은 메카와 부스라 지역 

사이의 거리만큼이나 되지요.”126)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우트바 빈 가즈완이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천국의 두 

문 사이의 거리는 40년의 거리이지요.”  

천국의 문 개수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하나의 교훈이라 실로 의로운 자는 최후의 아름다운 거주지를 갖게 되

니라 에덴의 천국이 바로 그들을 위해 문을 열어놓고 있느니라 (수라트 솨드 

38:49‐50)

그러나 주님을 두려워 한 자들은 집단을 이루어 천국으로 인도되니라 보라 

그들이 그곳에 도착하면 문들이 열리고 문지기들이 그들에게 말할 것이라 평안

125)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1897) and Muslim (no. 1027). The Wording is that

of Bukhari's.

126)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4712) and Muslim (no. 194). The Wording is that

of Musl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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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소서 당신들은 좋은 일을 하 으니 이곳으로 들어와 거주하소서 (수라트 알‐
주마르 39:73)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사흘 빈 사으드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천
국에는 8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라이안이라 불리는데 이 문은 금식을 

하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127)

천국의 문들이 열리는 시간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천국의 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 열리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숭배함에 있어 아

무 것도 견주거나 비유하지 않는 자에게는 관용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무슬림 

형제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는 관용이 허용되지 않지요. 이
들에게 세 번의 충고가 있을 것입니다. ‘서로 화해할 때까지 그들을 붙잡

아 두어라.’”128)

역시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라마단 달이 시작되

면 천국의 문들은 열리고 지옥의 문들은 닫히며 사탄들을 구속되지요.”129)

다음은 우마르 빈 알‐카팁이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우두를 정성

스럽게 하고 완벽하게 하 다는 확인을 한 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숭배의 상

이 없고 무함마드는 그분의 종이자 사도라는 것을 증언한 자에게는 천국의 문 여

덟 개가 열리지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원하는 문을 통해 천국에 들어가지요.”130)

천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사람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나스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부활의 날 

나는 천국의 문으로 가서 문을 열어달라고 촉구할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의 문지

127)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3257 ) and Muslim (no. 1152). The Wording is that

of Bukhari's.

128) Narrated by Muslim (no. 2565).

129)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3277) and Muslim (no. 1079). The Wording is that

of Bukhari's.

130) Narrated by Muslim (no.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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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나는 말할 것입니다. ‘무함마드입니

다.’ 그러면 문지기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문을 열라는 명령을 받

았습니다. 당신 전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열지말라는 명령도 받았습니다.’”131)

천국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공동체의 현상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우
리는 마지막으로 온 공동체이지만 부활의 날에는 첫 번째가 될 것이며 천국에 들

어가는 것도 첫 번째가 될 것입니다.”132)

첫 번째로 천국에 들어가는 단체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천
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단체는 보름달처럼 빛을 반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뒤

를 따라갈 단체는 하늘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빛날 것입니다. 이들은 소변이나 

변도 보지 아니하며, 침을 뱉거나 콧물도 흐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머리빗은 금이 

될 것이며 그들의 땀은 머스크 같은 향수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아내는 후르아인

(hur al‐ein)이 될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서로 닮아 보이고 인간의 조상 아담의 모

습을 닮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키가 60 큐비트 습니다.”133)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사흘 빈 사으드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나
의 추종자들 중에서 7만 혹은 70만이 손에 손잡고 처음부터 끝까지 동시에 천국

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들의 얼굴은 보름달처럼 빛을 반사할 것입니다.”134)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압둘라 빈 우마르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무하지린 출신들 중에서 가난한 자들은 부활의 날 부자들보다 40년이나 앞서 천

국에 들어갈 것입니다.”135)

131) Narrated by Muslim (no. 197).

132)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876)  and Muslim  (no.  855).  The Wording  is  that  of
Muslimʹs.

133)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3327) and Muslim  (no. 2834). The Wording  is  that of
Bukhariʹs.

134)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6543)  and Muslim  (no.  219). The Wording  is  that of 
Muslimʹs.

135) Narrated by Muslim (no. 2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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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나이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무아즈 빈 자발이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천
국에 들어갈 때는 몸에 털이 하나도 없고, 눈은 쿠흐(kuh)하며, 나이는 30세 혹은 

33세의 나이가 될 것입니다.”136)

천국의 사람들이 얼굴모습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의로운 자들은 기쁨의 축복을 맛보게 될 것이며 그들은 안락의자에서 모든 것

을 바라볼 것이라 너희는 그들의 얼굴에서 밝은 축복의 빛을 보게 될 것이니라 

(수라트 알‐무따피핀 83:22‐24)

그날 어떤 자들은 그들의 얼굴에서 빛이 나며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느니

라 (수라트 알‐끼야마 75:22‐23)

그러나 그날 기쁨을 만끽할 얼굴들이 있나니 그들은 자신들이 수고한 것으로

기뻐하며 높이 있는 천국에 살 것이니라 (수라트 알‐가쉬야 88:8‐10)

그날 어떤 자의 얼굴에는 빛이 나고 웃음 짓고 기뻐 할 것이나 (수라트 아바싸 

80:38‐39)

얼굴이 하얗게 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들게 되어 그곳에서 생하

느니라 (수라트 아알 이므란 3:107)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날의 재앙으로부터 그들을 구하시고 그들에게 기

쁨과 행복을 내려주실 것이니라 (수라트 알‐인싼 76:11)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천

136) Good; narrated by Ahmad (no. 7920) and Tirmizi (no. 2545). The Wording is that of Tirmiziʹ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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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 들어간 첫 번째 단체는 보름달처럼 빛을 비출 것이요 그 뒤를 이어 들어갈 단

체는 하늘의 별들처럼 빛이 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한 사람의 한 마음 같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 간에 적 감이나 질투 같은 것을 전혀 갖지 않

기 때문입니다.”137)

천국 거주자들의 환영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주님을 두려워 한 자들은 집단을 이루어 천국으로 인도되니라 보라 그

들이 그곳에 도착하면 문들이 열리고 문지기들이 그들에게 말할 것이라 평안하소

서 당신들은 좋은 일을 하 으니 이곳으로 들어와 거주하소서 (수라트 알‐주마르 

39:73)

이들이 들어가는 곳은 에덴의 천국으로 이들의 선조들과 배우자들과 후손들 

가운데서 선을 행한 자들과 함께 들어가게 되리니 천사들이 각 문으로 들어오면

서 평안하십시오 여러분께서 인내하 음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최후의 거처가 준

비되어 있습니다 하니라 (수라트 알‐라으드 13:23‐24)

계산도 없고 징벌도 없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이븐 압바스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사람

들이 나 앞에 줄을 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규모의 추종자들과 함께 지나가는 

예언자와 소규모의 추종자들과 함께 지나가는 예언자를 볼 것이요, 열 명의 추종

자들과 함께 지나가는 예언자와 다섯 명의 추종자들과 함께 지나가는 예언자와 

자기 혼자 지나가는 예언자를 볼 것입니다.

그런 후 나는 엄청난 규모의 군중을 보고서 가브리엘 천사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따르는 자들인가요?’ 가브리엘 천사가 답하길,  ‘아니요. 저 

137)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3254) and Muslim (no. 2834). The Wording is that

of Bukh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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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을 보세요.’ 그의 요구 로 나는 그곳을 바라보고 엄청난 규모의 군중을 보

았습니다. 그가 말하길, ‘저들이 당신의 추종자들이요. 저들의 숫자는 7만 명인데 

저들은 계산도 받지 않고 벌도 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왜 그러냐고 물

었더니 그가 답하길, ‘지짐 치료나 루끄야(ruqya;꾸란 절 암송에 의한 치료)를 

자신들에게 적용하지 않았고, 어떤 사물에서 불길한 것도 보려고 하지 않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에게만 의탁하 기 때문입니다.’”138)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우마마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주님

께서 나에게 나의 공동체 7만 명을 계산도 없고 징벌도 없이 천국으로 안내하도

록 허력하셨습니다. 각 천 명에 칠만명과, 위대하신 하나님의 세 움큼만큼이 더해질 

것입니다.”139)

천국의 흙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나스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예언자께서 승천하

셨을 때 말씀하시길,“그런 후 나는 가브리엘 천사의 안내를 받아 시드라 문타

하(sidrah al‐muntaha; 하늘 가장 자리에 있는 나무 이름)에 이르 을 때 그 

나무는 표현할 수 없는 색으로 감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천국에 들어갔

는데 그곳에는 진주로 만들어진 천막이 있었고 그곳 흙의 냄새는 머스크 향기

습니다.”140)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눈을 내려감은 사랑스러운 여인들이 정자에 있느니라 (수라트 알‐
라흐만 55:72)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우리가 사도에

게 천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고 질문했을 때 사도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

138)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6541)  and Muslim  (no.  220). The Wording  is  that of 
Bukhariʹs.

139) Authentic; narrated by Tirmizi (no. 2437) and Ibn Majah (no. 4286). The wording is that

of Ibn Majah's.

140)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3342) and Muslim (no. 163). The Wording is that

of Bukh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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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은 벽돌과 금 벽돌로 만들어졌지요. 그 벽돌을 붙이는 몰타르는 향기가 진하

고 그윽한 머스크이며 그 사이에 놓인 조약돌들은 진주와 루비이고 바닥은 사프

론이지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나 고생이 없는 즐겁고 기쁜 삶을 만끽할 것

입니다. 죽지 아니하고 원히 살 것이며 입는 옷은 낡아지지 않고 항상 새것으로 

있을 것이요 늙지 않고 원한 젊음을 만끽할 것입니다.”141)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싸이드 알‐쿠드리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

이다. 이븐 싸야드가 천국의 흙에 관하여 질문했을 때 사도께서 말씀하길, “하얀

색을 발산하고 순수한 머스크 향기를 발산하지요.”142)

천국 거주민들의 저택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눈을 내려감은 사랑스러운 여인들이 정자에 있느니라 (수라트 알 ‐
라흐만 55:72)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압둘라 이븐 까이스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천국에는 믿는 자를 위한 저택이 있지요. 이 저택은 진주로 장식되어 있고 길이

는 무려 60마일이나 되지요. 이것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으로 믿는 자 외에는 아

무도 이 저택을 볼 수 없지요.”143)

천국의 시장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나스 빈 말리크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천국에도 시장이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이 바로 시장이 열리는 날이지요.  북풍

이 불어와 시장에 온 사람들의 얼굴과 옷에 향기를 퍼트리지요. 이 바람은 아름다

움과 사랑을 더하여 주지요. 더 아름답고 더 사랑스런 모습으로 집에 돌아오면 가

141) Authentic; narrated by Tirmizi (no. 2526) and Darimi (no. 2717). The wording is that

Tirmizi's.

142) Narrated by Muslim (no.2928).

143)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4879) and Muslim (no. 2838). The Wording is that

of Bukh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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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께 맹세하지만 집을 떠나 돌아오더니 더 아

름답고 더 사랑스러운 모습을 하고 돌아왔군요.’ 그러자 시장에서 돌아온 가

족들이 말하길, ‘당신들은 우리와 떨어져 있었는데 더 예뻐지고 더 사랑스러워

졌습니다.’”144)

천국의 궁전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위해 천국에 궁전들을 두셨다. 모든 혼이 갈망

하고 모든 사람이 보고 싶어 하는 궁전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

이다. 

 하나님께서 신앙인들에게 아래로 강물이 흐르는 천국을 약속하셨으며 그들은 

그곳에서 생할 것이라 에덴의 천국에는 아름다운 주거지가 있느니라 

(수라트 알‐타우바 9:72)

천국의 사람들이 사는 궁전의 차이점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가 그곳을 볼 때 그곳에는 축복이 있고 위 한 왕국이 있음을 알게 될 것

이니라 (수라트 알‐인싼 76:20)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나스 빈 말리크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천국에 거주하는 자들은 위층에 있는 자들을 쳐다볼 것입니다. 마치 동쪽 혹은 

서쪽 지평선에서 반짝이고 있는 별을 쳐다보는 것처럼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우열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께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언자들이 

살 거주지에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습니까?” 사도께서 답하시길, “나의 혼이 

달려있는 분에게 맹세하지만, 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도들의 진

실성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곳에 이를 수 있습니다.”145)

144) Narrated by Muslim (no.2833).

145)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3256) and Muslim (no. 2831). The Wording is that

of Musl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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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의 사람들이 사는 방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나는 밑으로 강물이 흐르는 천국의 높은 저

택을 마련하여 주니라 그들은 그곳에서 생하나니 이것은 선을 행하는 자들을 

위한 보상이니라 (수라트 알‐안카부트 29:58)

그러나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들을 위해 지워진 높은 곳에 있게 되며 

그 밑으로는 강물이 흐르고 있노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거늘 하나님

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어기시는 일이 없으시니라 (수라트 알‐주마르 

39:20)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알리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천국에 방들

이 있지요. 방안에서 밖이 보이고 밖에서 방안이 보이지요. ” 서 있던 어떤 베두인

이 묻기를, “사도님, 이것들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사도께서 답하시길, “웅
변이 능숙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며 규칙적으로 금식을 할 뿐

만 아니라 사람들이 잠자고 있을 밤에 예배를 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지요.”146)

천국의 사람들이 베는 침대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들은 융단위에 놓인 금실로 장식된 안락한 침 에 기 고 앉게 될 것이

요 두 천국의 과일들이 손이 닿을 수 있도록 가까이에 있느니라 (수라트 알‐
라흐만 55:54)

높은 곳에 있는 옥좌에 앉아 있느니라 (수라트 알‐와끼아 56:34)

146) Good; narrated by Ahmad (no. 1338) and Tirmizi (no. 1984). The wording is that of

Musl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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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석과 카페트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포근한 베개들이 놓여 있으며 우화한 융단이 펼쳐져 있노라 (수라트 알‐가쉬

야 88:15‐16)

그들은 초록빛 방석과 아름다운 융단에 몸을 기 노라 (수라트 알‐라흐만 

55:76)

천국의 소파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의로운 자들은 기쁨의 축복을 맛보게 될 것이며 그들은 안락의자에서 모든 것

을 바라볼 것이라 (수라트 알‐무따피핀 83:22‐23)

그들은 그곳에서 높은 안락의자에 기 어 작열하는 열사와 추위를 알지 못하

니라 (수라트 알‐인싼 76:13)

실로 그날 천국에 거주하는 자들은 그들이 행한 것으로 크게 기뻐할 것이라 그

들은 그의 아내들과 시원한 그늘에서 치장된 침상에 기 어 (수라트 야씬 

36:55‐56)

천국의 사람들을 위한 의자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는 아픈 감정을 모두 제거하여 그들 

모두가 형제처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왕좌에 앉도록 할 것이니라 (수라트 

알‐히즈르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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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상에 줄지어 기 면 눈이 크고 아름다운 여인이 옆에 앉을 것이니라 (수라

트 알‐뚜르 52:20)

그들은 금으로 장식된 금좌에 앉아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기 어 있노라 (수
라트 알‐와끼아 56:15‐16)

높은 곳에 안락의자가 있노라 (수라트 알‐가쉬야 88:13)

천국의 사람들이 마시는 잔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원히 사는 동자들이 그들에게 시중을 들며 술잔과 물병과 그리고 가득 찬 잔

들로 시중을 드느니라 (수라트 알‐와끼아 56:17‐18)

그들에게는 황금의 접시들과 컵들이 차례로 돌려지노라 그 안에는 그들의 

혼이 원하는 모든 것과 그들의 눈들을 기뻐하게 할 모든 것들이 있나니 너희는 그 

안에서 원히 사느니라 (수라트 알‐주크루프 43:71)

은과 수정으로 된 잔들이 그들 사이를 오가고 그들은 수정 같은 맑은 은

잔에 좋을 만큼 따라서 마시노라 잔자빌이 혼합된 술잔을 받으며 (수라트 

알‐인싼 76:15‐17)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압둘라 빈 까이스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두 개의 정원이 있고, 은으로 만들어진 가정용품이 있지요. 또 두 개의 다른 정원

이있고, 금으로 만들어진 가정용품이 있지요. 에덴 정원에 있게 될 천국의 사람들

은 커튼을 사이에 두고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지요. ”147)

천국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보석류와 옷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147)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7444) and Muslim (no. 180).



11. 믿음(iman)의 기둥들    219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밑으로 강물이 

흐르는 천국을 주시느니라 그들은 그 안에서 진주와 황금의 팔찌를 끼고 비단옷

을 입느니라 (수라트 알‐핮핫 즈 22:23)

밑으로 강물이 흐르는 에덴의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라 그들은 그 안에서 

금팔찌로 장식하고 섬세한 초록색 실크와 능라로 몸을 두르고서 높은 권자에 기

노라 얼마나 큰 보상이며 얼마나 안락한 곳이뇨 (수라트 알‐카흐프 18:31)

그들은 초록색 명주와 두툼한 금실로 짠 명주옷을 걸치고 은팔찌로 장식을 하

고 있으며 주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성스러운 음료수를 마시게 하시니라 실로 

이것이 너희를 위한 보상으로 너희의 노력은 이처럼 보상되느니라 (수라트 알‐인
싼 76:21‐22)

천국에서 옷을 입을 첫 번째 사람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이븐 압바스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부

활의 날 첫 번째로 옷을 입게 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친구

(khalilulah) 아브라함 예언자일 것입니다.”148)

천국의 사람들을 위해 시중드는 자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원히 사는 동자들이 그들에게 시중을 들며 술잔과 물병과 그리고 가득 찬 잔

들로 시중을 드느니라 (수라트 알‐와끼아 56:17‐18)

청순한 소년들이 그들 주위를 돌면서 시중을 드니라 그들을 보면 마치 뿌려진 

진주들처럼 생각이 들것이라 (수라트 알‐인싼 76:19)

잘 간직된 진주와도 같은 동자가 그들 주위를 돌며 시중을 드니라 (수라트 알‐

148) Narrated by Bukhari (no. 6526).



220  꾸란과 정통 하디스에 근거한  이슬람 지식

뚜르 52:24)

천국의 사람들이 먹게 될 첫 번째 음식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나스 빈 말리크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압둘라 빈 

쌀람이 예언자에게 질문하 다. “천국의 사람들이 첫 번째로 먹는 음식은 어떤 것

인가요?” 예언자께서 답하시길, “고래 간의 돌출부이지요.”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싸우반이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내가 사도 옆에 서 있

을 때 유 교 랍비가 와서 질문을 하 다. “이 다리를 가장 먼저 건너갈 사람은 누

구입니까?” 사도께서 말씀하시길,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하여 온 자들 중에서 

가난한 자들이지요.” 그 랍비가 또 물었다. “그들이 천국에 들어갔을 때 아침에 

먹는 음식은 어떤 것인가요?” 예언자께서 답하시길,  “고래 간의 돌출부이지

요.” 그 랍비가 또 물었다. “이것 다음으로 먹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예언자께서 

답하시길, “천국에서 도살된 황소 고기를 먹지요.” 그 랍비가 또 물었다. “그들

이 마시는 음료수는 어떤 것인가요?” 예언자께서 답하시길, “살사빌(salsabil)
이라 불리는 샘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마시지요.”149)

천국의  사람들이 먹는 음식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와 너희의 아내가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 기뻐하라 그들에게는 황금의 접

시들과 컵들이 차례로 돌려지노라 그 안에는 그들의 혼이 원하는 모든 것과 그

들의 눈들을 기뻐하게 할 모든 것들이 있나니 너희는 그 안에서 원히 사느니라 

(수라트 알‐주크루프 43:70‐71)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된 천국은 밑으로 강물이 흐르고 원한 일

용할 양식과 그늘이 있는 곳이라 이것이 의로운 자에 한 보상이라 그러나 불

신자들에 한 가는 지옥뿐이라 (수라트 알‐라으드 13:35)

149) Narrated by Muslim (no.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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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향에 따라 과일을 선택하고 그들이 원하는 조류의 고기를 즐기노라 (수라트 

알‐와끼아 56:20‐21)

기꺼이 먹고 마시라 이것은 너희가 지나간 기간 동안에 행한 선행에  한 보

상이니라 (수라트 알‐하까 69:24)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알‐쿠드리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부
활의 날 지구가 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행을 위해 빵을 준비할 때 한 손으

로 빵을 돌리는 것처럼 절 자께서는 지구를 그분의 손으로 돌리실 것입니다. 그
리고 그 빵은 천국의 사람들이 즐겨 먹게 될 것입니다.” 한 유 인이 예언자에게 

와서 말을 꺼냈다. “그 빵 외에 추가로 먹게 될 빵을 말씀해 드릴까요?” 그는 말을 

덧붙 다.  “발람(balam)과 눈(nun)이라는 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질문하

다. “저것은 무엇이지요?” 그가 답했다. “저것은 황소 한 마리와 생선 한 마리

로 7만 명이 그것 두 마리의 간을 먹을 것입니다.”150)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자베르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천국의 사

람들은 먹고 마시나 침을 뱉거나 소변을 보지도 않고,  변도 보지 않고 코를 골지

도 않습니다.” 누가 질문을 하 다. “음식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이에 답하시

길, “먹어도 트림하지 않고 달콤하지요. 머스크 향기를 풍기지요. 천국의 사람들

은 이 향기를 들이마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지요.”151)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우트바 빈 압두 술라미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예언

자와 자리를 함께 하고 있을 때 한 베두인이 와서 말했다. “사도님께서 천국에 나

무가 있다고 하시면서 그 나무는 제가 현세에서 보았던 어떤 나무보다 가시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사도께서 답하시길,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는 각각의 

가시나무가 자라는 곳을 두실 것입니다. 그 열매의 색깔은 칠십 종류가 될 것이

며 각 가시나무의 열매 맞은 서로 다를 것입니다.”152)

150)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6520) and Muslim (no. 2792). The Wording is that

of Muslim's.

151) Narrated by Muslim (no. 2).

152) Authentic; narrated by Tabarani (7/130) and it is in Musnad al-Shamiyyin(1/282). See

al-Silsilah al-Sahihah (no. 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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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의 사람들이 마시는 음료수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의로운 자들을 위해서는 그들이 마실 카푸르가 혼합된 술과 마실 잔을 준비하

여 두었느니라 (수라트 알‐인싼 76:5)

잔자빌이 혼합된 술잔을 받을 것이니라 (수라트 알‐인싼 76:17)

봉인된 순수한 술로써 갈증을 식힐 것이며 최후의 음료수는 미스크가 될 

것이니 그것을 소망하는 자로 하여금 갖게 하리라 거기에 타스님이 혼합되

어지니  그것은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자들이 마시는 샘물이라 (수라트 알‐
무따피핀 83:25‐28)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이븐 우마르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알카

우싸르는 천국에 있는 강이지요. 이 강의 언덕은 금으로 싸여있고 이 강에서 루비

와 진주가 흘러나오지오. 이 강의 흙은 머스크보다 더 향기롭고 이 강의 물은 꿀보

다더 달콤하여 물 색깔은 눈보다 더 하얗습니다.”153)

천국의 나무와 열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천국의 나무 그늘이 그들 위로 가까이 드리우고 송이송이 열린 과일들은 손이 

쉽게 닿는 곳에 있느니라 (수라트 알‐인싼 76:14)

의로운 자들은 시원한 그늘과 우물 가운데 있게 될 것이며 그들은 과실들과 그

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갖게 될 것이니라 (수라트 알‐무르쌀라트 77:41‐42)

그들이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풍성한 과일과 달콤한 음료수를 청하노라 (수

153) Authentic; narrated by Tirmizi (no. 3361) and Ibn Majah (no. 4334). The wording is that

of Tirmiz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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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트 솨드 38:51)

그들은 그곳에서 온갖 종류의 과일을 맛보니라 (수라트 무함마드 47:15) 

그러나 의로운 자들은 승리의 천국을 갖게 될 것이라 그곳에는 정원들과 포도

원들이 있고 (수라트 알‐나바아 78:31‐32)

그 두 곳에는 온갖 종류의 과실이 쌍으로 열려 있노라 (수라트 알‐라흐만 

55:52)

그 두 곳에는 온갖 종류의 과실과 종려나무와 석류로 풍성하니라 (수라트 라

흐만 55:68)

그들은 그곳에서 평온하고 안락한 가운데 온갖 종류의 과일을 원하는 로 즐

길 것이라 (수라트 알‐두칸 44:55)

우편의 동료들이 있나니 그들은 얼마나 행복한 동료들이뇨 그들은 가시가 없

는 시드라 나무 사이와 주 주  열리는 딸하 나무 사이에 있게 될 것이라 그늘이 

길게 펼쳐져 있고 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며 풍성한 과일이 있노라 계절에 따라 

공급이 제한되거나 단절되지 않는 것들이라 (수라트 알‐와끼아 56:27‐33)

높은 천국에서 송이송이 달린 과일들은 손이 쉽게 닿는 곳에 열려 있고 기꺼이 

먹고 마시라 이것은 너희가 지나간 기간 동안에 행한 선행에  한 보상이니라 

(수라트 알‐하까 69:22‐24)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말리크 빈 사으사아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나는 시드라 알문타하(sidrah al‐muntaha;천국 가장 자리에 있는 나무 이름)까
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이 나무의 열매는 하자르의 항아리처럼 그리고 잎은 코

끼리 귀와 비슷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말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시드라 알문

타하 나무요.’ 그곳에는 네 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두 강은 보이지 않았고 

두 강은 보 습니다. 나는 천사에게 물어보았지오.  ‘이 두 강은 어떤 강인가오?’ 
가브리엘이 답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두 강은 천국에 있는 강이요 보이는 두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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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나일강과 유프라테스강입니다.’”154)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싸이드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천국

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너무나 커서 빠른 말을 타고 백 년을 달려

야 끝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155)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천
국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그것의 줄기는 금으로 되어 있지요.”156)

천국의 강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의로운 자들에게는 강물이 흐르는 천국이 있을 

것이니 실로 그것이 위 한 승리이니라 (수라트 알‐부루즈 85:11)

 하나님만을 경의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천국을 비유하사 그곳에 강물이 있으

되 맛이 변하지 아니하고 우유가 흐르는 강이 있으되 맛이 변하지 아니하며 술이 

흐르는 강이 있으니 마시는 이들에게 기쁨을 주며 꿀이 흐르는 강이 있으되 순수

하고 깨끗하니라 그곳에는 온갖 종류의 과일이 있으며 주님의 자비가 있노라 (수
라트 무함마드 47:15) 진실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들은 강물이 흐르는 천국에

서 기거하며  전능하신 주님 곁에서 진리의 자리에 있게 되느니라 (수라트 알‐까마

르 54:54‐55)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나스 이븐 말리크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

다.  “하늘여행 중 천국에서 걷고 있을 때 강을 보았지요. 그 강 언덕에 진주로 만

들어진 천막이 있기에 가브리엘 천사에게 물어보았지요.  ‘이것은 무엇이지

요?’ 그가 답했어요. ‘그것은 카우싸르(kawthar)로 주님께서 당신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154)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3207) and Muslim (no. 162). The Wording is that

of Bukhari's.

155)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6553) and Muslim (no. 2828). The Wording is that

of Bukhari's.

156) Authentic; narrated by Tirmizi (no. 2525)



11. 믿음(iman)의 기둥들    225

이 강의 향기와 강바닥의 흙은 강렬한 머스크(musk) 향기를 내품고 있었

지요.”157)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샤
이한(Sayhan), 자이한(Jayhan), 알프라트(al‐Frat; 유프라테스 강)와 닐(al‐Nil; 
나일강)은 천국의 강에서 온 것이지요.”158)

천국의 샘물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들은 샘물이 있는 천국에서 살게 되느니

라 (수라트 알‐히즈르 15:45)

의로운 자들을 위해서는 그들이 마실 카푸르가 혼합된 술과 마실 잔을 준비

하 노라 그것은 하나님의 종들만이 마실 샘물로 물이 힘차게 그리고 풍부하게 

솟게 할 것이니라 (수라트 알‐인싼 76:5‐6)

거기에 타스님이 혼합되어지니 그것은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자들이 마시는 

샘물이라 (수라트 알무타피핀 83:27‐28)

그 두 곳에는 두 개의 샘이 자유로이 흐르고 있느니라 (수라트 알 ‐
라흐만 55:50)

그곳에는 눈을 내려감은 정숙한 여인들이 있나니 어떤 인간과 진도 접촉하여 

보지 못한 여인들이니라 (수라트 알‐라흐만 55:56)

잔자빌이 혼합된 술잔을 받으며 그곳에는 쌀싸빌이라는 샘물이 있느니라

(수라트 알‐인싼 76:17‐18)

157) Narrated by Bukhari (no. 6581).

158) Narrated by Muslim (no. 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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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의 여인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하라 내가 그것들 보다 훨씬 좋은 것을 알려주리라 그것은 하나님만을 공경

하는 사람을 위한 낙원이며 밑으로 강물이 흐르고 있는 그 곳에서 순결한 배우자

와 더불어 하나님의 기쁨을 사며 원히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지

켜보고 계시느니라 (수라트 아랄 이므란 3:15)

그리고 (그들은) 올려진 침대 위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녀들을 새로이 창조하였노

라 그녀들을 처녀로 만들어 비슷한 나이 또래의 사랑스러운 여인들로 만들 것이

니라 이는 우편의 동료들을 위해서라 그곳에는 초기의 많은 무슬림들이 있으며 

후 세 의 무슬림들도 많이 있느니라 (수라트 알‐와끼아 56:34‐40)

그들 주위에는 순결한 여인들이 자리를 함께하며 그녀들의 눈은 잘 보호되고 

눈은 크고 아름다워 마치 잘 보호받은 달걀과 같으니라 (수라트 알‐사파트 

37:48‐49)

눈이 크고 아름다운 여인들을 맞이하는데 그녀들은 잘 보호된 진주와도 같으니

라 이것들은 그들이 행한 것에 한 보상이니라 (수라트 알‐와끼아 56:22‐24)

그곳에는 눈을 내려감은 정숙한 여인들이 있나니 어떤 인간과 진도 접촉하여 

보지 못한 여인들이니라 너희는 너희 주님의 은혜 중 어느 것을 거역하겠느뇨 그

녀들은 마치 루비와 진주와도 같으니라  (수라트 알‐라흐만 55:56‐58)

그 두 곳에는 정숙하고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노라 너희는 너희 주님의 은혜 중 어

느 것을 거역하겠느뇨 눈을 내려감은 사랑스러운 여인들이 정자에 있느니라 

(수라트 알‐라흐만 55:70‐72)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나스 빈 말리크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오후 혹은 오전에 하나님을 위한 노력은 이 세상 모든 것과 그 안에 있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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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것과 더 훌륭한 일이지요. 화살만큼 작은 천국의 한 장소는 이 세상과 모든 것

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보다 더 좋은 것이지요. 천국의 여인이 지상의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면 그 여인은 빛과 아름다운 향기로 하늘과 땅 사이를 가득 채울 것이요 

그녀가 쓰고 있는 베일은 이 세상과 모든 것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보다 더 좋은 

것이지요.”159)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천
국에 들어갈 첫 번째 단체의 사람들은 그들의 얼굴에서 밤의 보름달처럼 빛이 날 

것이요, 이들 다음에 들어갈 단체의 사람들은 그들의 얼굴에서 하늘의 빛나는 별

들처럼 반짝일 것이요. 각자는 두 명의 부인을 갖게 되지요. 천국에서는 홀로 사는 

남자가 아무도 없지요.”160)

천국의 냄새와 향기

천국의 냄새와 향기는 개인의 따라 다르고 지위에 따라 다르면 수준에 

따라 다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천
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단체는 보름달처럼 빛을 반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뒤

를 따라갈 단체는 하늘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빛날 것입니다. 이들은 소변이나 

변도 보지 아니하며, 침을 뱉거나 콧물도 흐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머리빗은 금이 

될 것이며 그들의 땀은 머스크 같은 향수가 될 것입니다. 마자미르(majamir; 향료

를 피우는 도구 이름)는 그윽한 향기를 품어 낼  것입니다. 그들의 아내는 후르아

인(hur al‐ein)이 될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서로 닮아 보이고 인간의 조상 아담의 

모습을 닮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키가 60 큐비트 습니다.”161)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압둘라 빈 아므르 빈 알아스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

씀이다. “무슬림에 의해 보호받을 자를 사살한 자는 천국의 향기가 40년을 여행

159)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2796) and Muslim (no. 1880). The Wording is that

of Bukhari's.

160)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3246) and Muslim (no. 2834). The Wording is that

of Muslim's.

161)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3327) and Muslim (no. 2834). The Wording is that

of Bukh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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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도착할 모든 곳까지 퍼져나가는 데도 불구하고 천국의 향기를 맞보지 못할 

것입니다.”162) 다른 전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곳의 향기는 70년을 여행할 

거리에 있는 곳에서부터 맡을 수 있지요.”163) 

천국에 있는 아내의 노래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압둘라 이븐 우마르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천국에 있는 아내는 이 전에 단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들려줄 것입니다. 그들 중 이렇게 말하는 남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고상한 

남자들의 아내와 배우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편안한 모습으로 그들의 배

우자를 바라볼 것입니다. 노래를 부르는 여인들이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

고 원히 사는 여인들입니다. 우리는 평화롭게 사는 여인들로 우리는 어느 누구

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떠나지 않고 이곳에 원히 있을 것입니다.’”164)

천국 사람들의 성생활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실로 그날 천국에 거주하는 자들은 그들이 행한 것으로 크게 기뻐할 것이니라 

그들은 그의 아내들과 시원한 그늘에서 치장된 침상에 기 어 있느니라 (수라트 

야씬 36:55‐56)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자이드 빈 아르깜이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천국에 거주하는 한 남자에게는 먹고 마시며 성욕을 충족시키는 힘이 1백 명이 

갖는 힘이 있지요. 한 유 인이 질문했어요. ‘먹고 마시는 그 사람은 용변을 볼 때 

힘이 들지 않을까요?’예언자께서 답하시길, ‘그 노력은 마치 몸에서 나오는 땀

방울 하나와 같지요. 그의 위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165)

162) Narrated by Bukhari (no. 3166).

163) Authentic; narrated by Tirmizi (no. 1403) and Ibn Majah, from Abu Hurayrah.

164) Authentic; narrated by Tabarani (no. 4917). See Sahih al-Jami (no. 1561).

165) Authentic; narrated by Tabarani (5/178) and Darimi (no. 2721). The wording is that of

Tabarani's. See Sahih al-Jaami (n0.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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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영원한 축복

천국에 거주하게 될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천사들로부터 환 의 

인사를 받으며 그들이 이전에 목격해보지 못했던 원한 축복과 삶에 관한 기쁜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듣게 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된 천국은 밑으로 강물이 흐르고 원한 일용할 

양식과 그늘이 있는 곳이라 이것이 의로운 자에 한 보상이니라 그러

나불신자들에 한 가는 불지옥뿐이라 (수라트 알‐라으드 13:35)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천
국의 아나운서가 발표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건강이 원히 보장될 것입니

다. 절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원히 살 것입니다. 늙지 않고 원

한 젊음을 간직할 것이요 가난하지 않고 원히 풍요롭게 살 것입니다.’” 하나님

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이 말하길 너희 앞에 있는 천국을 보라 너희가 행한 선행으로 너희가 그

것을 물려받은 것이니라 (수라트 알‐아으라프 7:43)166)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자베르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사도에게 이런 질문이 

있었다. “천국의 사람들도 수면을 취합니까?” 사도께서 답하시길, “아닙니다.  
잠은 죽음의 형제이지요.”167)

천국의 등급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어떻게 저들 가운데 우열을 두었는가를 보라 내세에서는 그 우열함이 더

욱 더 크니라 (수라트 알‐이스라 17:21)

166) Narrated by Muslim (no. 2837).

167) Authentic; narrated by Bazzaar (no. 3517). See al-Silsilah al-Sahihah (no. 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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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선을 행하며 믿는 자로 하나님께 오는 자들을 위해서는 최고의 월계관

이 준비되어 있으며  밑으로 물이 흐르는 에덴의 천국이 있어 그 안에서 생하리

니 이는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정화한 자에 한 보상이니라 (수라트 따하

20:75‐76)

또 자른 부류는 앞서가는 자들이 될 것이라 너희는 앞서가는 자들에 하여 

아느뇨  그들은 하나님 곁 가장 가까이서 축복의 천국에 있게 될 것이니라 그곳

에는 초기 무슬림들이 많을 것이니라 (수라트 알‐와끼아 56:10‐14)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알
라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를 믿는 자가 예배를 드리고 라마단 달 금식을 실천하

는자에게 천국을 허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 이주

하거나 그가 태어난 곳에 남아 있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말에 질문이 

있었다. “사도님,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야 합니까?”

예언자께서 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전에 참가한 자들을 위해 알

라 하나님께서 준비한 천국의 등급은 100개나 됩니다. 그리고 각 두 등급 사이의 

거리는 하늘과 땅 사이의 거리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것을 간청하려 한다면 피르다우스(firdaws; 천국)를 간청하시오. 그것은 천국의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그곳은 천국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그 위에는 가장 자

비로우신의 권자가 있으며 그곳으로부터 천국의 강물이 분출합니다.”168)

믿는 자들의 자녀 등급 상승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음을 가진 자와 그들을 따라 믿음을 가진 자손들이 있나니 나는 자손들이 그

들과 함께 있도록 해줄 것이니라 또한 나는 그들이 행한 것에 한 보상을 조금도 

감소시키지 않을 것이라 모두가 행한 바에 따라 보상과 가를 받을 것이니라 (수
라트 알‐뚜르 52:21)

168) Narrated by Bukhari (no. 2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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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의 그림자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믿음을 갖고 선행을 하는 자들을 밑으로 강물이 흐르는 천국에 들

게 하여 생하게 할 것이니라 그곳에는 순결한 아내가 있노라 또한 그들을 온

화한 그늘에 들어가게 하리라 (수라트  알‐니싸아 4:57)

우편의 동료들이 있나니 그들은 얼마나 행복한 동료들이뇨  그들은 가시가 없

는 시드라 나무 사이와 주 주  열리는 딸하나무 사이에 있게 될 것이라  그늘이 

길게 펼쳐져 있노라 (수라트 알‐와끼아 56:27‐30)

그들은 그곳에서 높은 안락의자에 기 어 작열하는 열사와 추위를 알지 못하

니라  천국의 나무 그늘이 그들 위로 가까이 드리우고 송이송이 열린 과일들은 손

이쉽게 닿는 곳에 있느니라 (수라트 알‐인싼 76:13‐14)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천국은 밑으로 강물이 흐르고 원한 

일용할 양식과 그늘이 있는 곳이라 이것이 의로운 자에 한 보상이라 그러나 

불신자들에 한 가는 불지옥뿐이라 (수라트 알‐라으드 13:35)

높고 넓은 천국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그날 기쁨을 만끽할 얼굴들이 있나니 그들은 자신들이 수고한 것으로 

기뻐하며 높이 있는 천국에 살면서 그 안에서 쓸데없는 말 한마디 듣지 아니하노

라 (수라트 알‐가쉬야 88:8‐11)
서둘러 주님께 회개하라 천국은 하늘과 땅처럼 넓으나 이는 정의롭게 사는 백

성을 위해 준비된 것이니라 (수라트 아알 이므란 3:133)

그러므로 서둘러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경쟁하여 천국에 들라 그곳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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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과 땅 만큼 넓으니라 이는 하나님과 사도를 믿는 자들을 위해 준비된 곳이

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는 자에게 그것

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 위 한 은혜의 주님이시라 

(수라트 알‐하디드 57:21)

천국에서의 높은 지위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압둘라 빈 아므르 알‐아스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

씀이다. “예배를 알리는 아잔을 들으면 들은 로 따라 반복하시오. 그런 후 나를 

위해 축복을 간구하시오. 나를 위해 축복을 간구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10배
의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나를 위해 하나님께 알‐와씰라(al‐
wasilah)를 간구하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 단 한분에게 적합한 것으로 

천국에 있는 하나의 지위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나에게 

알와씰라 지위가 주어지도록 간구한다면 그는 분명히 나의 중재를 확신할 것입니

다.”169) 

천국에서 가장 높은 지위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무기라 빈 슈으바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모세가 주님께 질문을 했지요. ‘천국의 사람들 중에 누가 가장 낮은 단계에 있게 

됩니까?’ 이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천국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받고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자이니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

이라. ‘천국으로 들어가렴’ 그러면 그가 이렇게 말하지요. ‘주님이시여, 사람들이 

이미 자신들의 집에 들어가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들어가야 합

니까?’
그러면  그에게 이런 말이 들려오지요. ‘너는 현세의 왕이 사는 궁전 같은 집이

라야 만족하겠느냐?’ 그가 이렇게 답할 거에요. ‘주님이시여, 저는 이것으로 만

족합니다.’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그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다,  
그리고 그와 같다, 그리고 그와 같다, 그리고 그와 같다,’ 그는 다섯 번째까지 이렇

게 말할 거에요. ‘주님이시여, 저는 만족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169) Narrated by Muslim (no.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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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너를 위한 것이며 그것보다 열배이니라. 네 혼이 원하고 너의 눈이 기뻐

하는 것을 갖게 될 것이니라.’ 그는 다시 이렇게 말하지요. ‘주님이시어, 저는 만족

합니다.’
모세가 물었어요.  ‘천국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게 될 사람은 누구인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나의 택함을 받은 자들과 나로부터 명예를 부여받는 자들

이니라. 그들은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 듣지 못했고, 마음으로 느껴보지 못했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니라.’”170) 다음은 다른 전언의 내용이다. “너는 현세의 것과 

같은 것 그리고 그것보다 열배가 되는 것을 갖게 될 것이니라.”171)

천국의 사람들을 위한 가장 위대한 축복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신앙인들에게 아래로 강물이 흐르는 천국을 약속하셨으며 그들

은 그곳에서 생할 것이니라 에덴의 천국에는 아름다운 주거지가 있노라 그러

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것이 가장 위 한 승리이니라 (수라트 

알‐타우바 9:72)

그날 어떤 자들은 그들의 얼굴에서 빛이 나며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느니

라 (수라트 알‐끼야마 75:22‐23)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어떤 사람들이 

사도에게 질문을 했지요. “사도님, 저희가 부활의 날 주님을 볼 수 있을까요? ” 사
도께서 답하셨지요. “밤중에 달을 볼 때 여러분을 해치던가요?” 그들이 답하

길, “아닙니다.” 사도께서 말씀하시길, “구름에 가려져 있지 않는 태양을 바라볼 

때 여러분을 해치던가요?” 그들이 답하길, “아닙니다.” 사도께서 말씀하시길,  
“주님을 바라볼 때도 그와 마찬가지이지요.”172)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이샤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실 거에요. ‘내가 여

170) Narrated by Muslim (no. 189).

171)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6571) and Muslim (no. 186), from Ibn Mas'ud.

172)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806) and Muslim (no. 182). The Wording is that of

Bukh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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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분에게 더 줄 것이 있느뇨?’ 그러면 그들이 답하지요. ‘당신께서 저희의 얼

굴을 하얗게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저희들이 천국에 들도록 하지 않으셨습니

까? 저희들을 불지옥으로부터 구하지 않으셨습니까?’” 전언자는 이렇게 말했

다. “하나님께서 베일을 들어올리실 것이요, 그들에게 주어진 것 중에서 그들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은 없노라.”173)

천국의 축복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들은 나의 말씀을 믿고 이슬람에 귀의한 자들이니 너희와 너희의 아내가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 기뻐하라 그들에게는 황금의 접시들과 컵들이 차례로 돌려

지노라 그 안에는 그들의 혼이 원하는 모든 것과 그들의 눈들을 기뻐하게 할 모

든 것들이 있나니 너희는 그 안에서 원히 사느니라 그것은 너희가 현세에서 행

한 가로 받은 천국으로 그곳에는 온갖 종류의 과일이 풍성하니 너희가 원하는 

로 맛 볼 것이니라 (수라트 알‐주크루프 43‐73)

그러나 의로운 자들은 안전한 곳에 있게 되나니 그곳은 샘이 있는 낙원이라 그

들은 그곳에서 고급 실크와 비단 옷을 걸치고 서로 마주보고 있느니라 이렇듯 은

혜를 베풀고 아름답고 눈이 큰 여자로 짝을 지워 줄 것이라 그들은 그곳에서 평온

하고 안락한 가운데 온갖 종류의 과일을 원하는 로 즐길 것이라 그리고 그곳

에서는 두 번 다시 죽음을 맛보는 일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타오르는 불지옥의 

징벌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니라 (수라트 알‐두칸 44:51‐56)

하나님께서는 인내한 자들에게 천국과 비단 옷으로 보상을 내려주실 것이며 

그들은 그곳에서 높은 안락의자에 기 어 작열하는 열사와 추위를 알지 못하니

라 천국의 나무 그늘이 그들 위로 가까이 드리우고 송이송이 열린 과일들은 손

이 쉽게 닿는 곳에 있으며  은과 수정으로 된 잔들이 그들 사이를 오가고 그들은

수정 같은 맑은 은잔에 좋을 만큼 따라 마시노라  잔자빌이 혼합된 술잔을 받으며

그곳에는 쌀싸빌이라는 샘물이 있고 청순한 소년들이 그들 주위를 돌면서 시중을

173) Narrated by Muslim (no.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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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니라 그들을 보면 마치 뿌려진 진주들처럼 생각이 들것이라 너희가 그곳을 볼 

때 그곳에는 축복이 있고 위 한 왕국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라 그들은 초록색 명

주와 두툼한 금실로 짠 명주옷을 걸치고 은팔찌로 장식을 하고 있으며 주님께서

는 그들로 하여금 성스러운 음료수를 마시게 하시니라 실로 이것이 너희를 위한 

보상으로 너희의 노력은 이처럼 보상되느니라 (수라트 알‐인싼 76:12‐22)

또 다른 부류는 앞서가는 자들이 될 것이라 너희는 앞서가는 자들에 하여 아

느뇨  그들은 하나님 곁 가장 가까이서 축복의 천국에 있게 될 것이라 그곳에는 초

기 무슬림들이 많을 것이나  후세의 무슬림들은 그 숫자가 적을 것이라 그들은 금

으로 장식된 금좌에 앉아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기 어 있노라 원히 사는 동자

들이 그들에게 시중을 들며 술잔과 물병과 그리고 가득 찬 잔들로 시중을 드느니

라 그들은 그것을 마셔도 머리가 아프거나 취하는 일이 없으며 취향에 따라 과일

을 선택하노라  그들이 원하는 조류의 고기를 즐기고 눈이 크고 아름다운 여인들

을 맞이하는데  그녀들은 잘 보호된 진주와도 같으니라 이것들은 그들이 행한 것

에 한 보상이니라 그들은 그곳에서 무익하고 욕된 말들을 듣지 아니하며 단지 

평안하소서 평안하소서 라는 말만 듣노라 (수라트 알‐와끼아 56:10‐26)

우편의 동료들이 있나니 그들은 얼마나 행복한 동료들이뇨 그들은 가시가 없

는 시드라 나무 사이와 주 주  열리는 딸하나무 사이에 있게 될 것이라 그늘이 

길게 펼쳐져 있고 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며 풍성한 과일이 있노라 계절에 따라 

공급이 제한되거나 단절되지 않는 것들이라 높은 곳에 있는 옥좌에 앉아 나는 노

파들을 새로이 창조할 것이니 그녀들을 처녀로 만들어 비슷한 나이 또래의 사랑

스러운 여인들로 만들 것이니라 이는 우편의 동료들을 위해서라 그곳에는 초기의 

많은 무슬림들이 있으며 후 세 의 무슬림들도 많이 있노라 (수라트 알‐와끼아 

56:27‐40)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알
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나는 나의 독실한 종들을 위해 눈이 보지 못했고, 
귀가 듣지 못했고, 마음이 느껴보지 못한 것을 준비해 두었느니라.’” 전언자는 다

음의 꾸란으로 이를 입증하고 있다.

그들의 선행에 한 보답으로 그들의 눈을 기쁘게 할 숨겨진 것이 무엇인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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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 모르느니라 (수라트 알‐싸즈다 32:17)174)

천국에 사는 사람들의 디크르(dhikr)와 언어생활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주님을 두려워 한 자들은 집단을 이루어 천국으로 인도되니라 보라 그

들이 그곳에 도착하면 문들이 열리고 문지기들이 그들에게 말할 것이라 평안하소

서 당신들은 좋은 일을 하 으니 이곳으로 들어와 거주하소서 이때 그들이 말하

길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나이다 당신께서는 약속을 이행하셨고 저희에게 이 땅

을 상속하여 주셨으며 저희가 원하는 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한 보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수라트 알‐주마르 39:73‐74)

그러나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에 해서는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에 한 

보상으로 밑으로 강물이 흐르는 나임의 천국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니라 그들은 그

곳에서 주여 당신께 모든 광이 있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평안하소서 라고 인사

하며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기도에서 온 누리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

니다 라고 말하노라 (수라트 유누스 10:9‐10)

그들은 그곳에서 무익하고 욕된 말들을 듣지 아니하며 단지 평안하소서 평안

하소서 라는 말만 듣노라 (수라트 알‐와끼아 56:25‐26)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자베르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천국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먹고 마시나 침을 뱉거나, 소변을 보거나,  변을 보지 않습

니다. 그들이 먹는 음식은 소화되면서 머스크 향기를 품어내는 트림을 하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완벽함을 선언할 것이요 그분의 위 함을 찬양하고 찬미할 것

입니다.175)”

174)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3244) and Muslim (no. 2824). The Wording is that

of Muslim's.

175) Narrated by Muslim (no. 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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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의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평화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침저녁으로 찬양하라 너희에게 축복을 내리시는 분도 알

라 하나님이시며 천사들도 너희에게 관용을 베풀어 너희를 암흑에서 광명으로 

인도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노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자비로운 분이시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날 그들은 평화로우소서 라고인사하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은혜로운 보상을 준비하여 두

셨노라 (수라트 알‐아흐잡 33:42‐44)

모든 종류의 과일을 즐기며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갖게 되고 평안하라는 자

비로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노라 (수라트 야씬 36:57‐58)

천국의 사람들을 위한 주님의 가장 위대한 축복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싸이드 알쿠드리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

이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사람들에게, ‘천국의 사람들아,’라고 부르시면 그들

이 답할 것입니다. ‘주님이시여, 저희가 당신을 위해 여기 있나이다. 명령을 

내려주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할 것입니다. ‘너희는 만족하느뇨?’ 그들이 답할 

것입니다. ‘다른 자들에게 주진 않은 것을 저희에게 주셨는데 왜 저희가 기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할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줄 것이니

라.’ 그러면 그들이 답할 것입니다. ‘주님이시여,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란 무

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할 것입니다. ‘나의 기쁨을 줄 것이요 그 이후로 너

희에 해 화를 내지 않을 것이니라.’”176)

천국에 들어가게 될 무함마드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존중하여 절반 이상을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셨

176)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6949) and Muslim (no. 2829). The Wording is that

of Musl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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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3분의 2의 무슬림 인구가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더하여 주셨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압둘라 빈 마스우드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예언자께

서 우리와 함께 천막에 있을 때 말씀하셨지요.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는 4분의 

1중에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하나요?”우리는 만족한다고 답했다. 그분께서 말

씀하시길,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는 3분의 1중에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하나

요?” 우리는 만족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또 말씀하시길, “나는 2분 1 부류에 

들어가기를 바라지요. 무슬림 외에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지요. 하나님

과 사신을 함께 숭배하는 자들에게 비유하면 여러분은 검은 황소 몸에 나있는 

흰색 털이나 붉은 황소에 나있는 검정색 털처럼 분명하게 다르지요.”177)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부라이다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천국의 

사람들은 120개 줄이며 그중 80개 줄은 이 공동체 출신이요 40줄은 나머지 공동

체들의 출신이지요.”178)

천국에 사는 사람들의 부류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자는 천국의 주인이 되어 그곳에서 생하느니라 (수라

트 알‐바까라 2:82)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이야드 빈 히마르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천국의 사람들은 세 부류가 있지요. 공평하고 정직한 통치자 부류가 있고, 친척

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의 부류가 있고,  가족을 두고 있으면서도 구걸하지 

않는 경건한 신자의 부류가 있지요.”179)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하리스 빈 와흡이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내
가 천국의 사람들에 관하여 이야기하지 안했던가요?” 말씀하지 안했다고 답이

나오자 말씀하시길, “겸손한 자는 겸손하지요. 만일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간청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청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180)

177)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6528) and Muslim (no. 221). The Wording is that

of Bukhari's.

178) Authentic; narrated by Tirmizi (no. 2546) and Ibn Majah (no. 4289). The wording is that

of Tirmizi's.

179) Narrated by Muslim (no. 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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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에 사는 사람들의 청결함 마음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청결케 하셨고 그들 밑에는 강물이 흐르니 그들

이 말하길 저희에게 이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나이다 하나님의 인도

하심이 없었다면 저희는 안내받지 못하 으리라 실로 이것이 주님의 사도들이 

저희에게 전한 진리 습니다 라고 말하니 천사들이 말하길 너희 앞에 있는 천국

을 보라 너희가 행한 선행으로 너희가 그것을 물려받은 것이라 하더라 

(수라트 알‐아으라프 7:43)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싸이드 알쿠드리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

이다. “불지옥으로부터 구제된 믿는 자들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걸쳐진 다리에 

멈춰 서지요. 그리고 현세에 있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했던 것에 관한 상호

간의 관계가가 확립되지요. 그리고 청결함을 받고 순화가 된 후 천국에 들어가

는 것이 허용됩니다. 나 무함마드의 혼이 달려있는 분에게 맹세하지만, 그들 

각자는 천국에 있는 자신의 거처가 현세에서 살았던 자신의 거처보다 더 좋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181)

천국에 들어갈 대다수의 사람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이므란 빈 후세인이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나는 천국을 보았지요. 그곳에 있는 다수는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습

니다. 나는 불지옥도 보았지요. 그곳에 있는 다수는 여성들이라는 것을 알았습

니다.”182)

180)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4918) and Muslim (no. 2853). The Wording is that

of Muslim's.

181) Narrated by Bukhari (no. 6535).

182)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3241) and Muslim (no. 2737). The Wording is that

of Bukh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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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에 들어갈 마지막 사람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압둘라 빈 마스우드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천국에 들어갈 마지막 사람과 불지옥으로부터 나올 마지막 사람은 네발로 기어

오는 자이지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지요. ‘천국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그가 

답하길,  ‘주님이시여, 천국은 만원입니다.’ 주님께서는 세 번 반복하여 명령하

시지요. 그 사람은 세 번 모두 천국은 만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할 것입니다. ‘현세의 10배는 당신을 위한 것이니라.’”183)

하나님이시여, 저희와 저희 부모님과 무슬림 모두로 인하여 기뻐하소서.  그리

고 당신의 자비를 통하여 저희가 원한 축복의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불지옥

하나님께서 불신자와 위선자와 죄인을 위해 준비하여 두신 내세의 거처를 

말한다. 이 불지옥으로부터 구제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믿음과 바른 행

위, 그리고 쉬르크와 죄를 피해야 만 가능하다. 지금부터는 꾸란과 정통 순나에 근

거하여 불지옥에 관하여 이야기할 것이다. 

불지옥의 명칭

1. 나르(al‐naar; 불)

지옥 자체는 하나이지만 여려가지 양상을 띠고 있다. 꾸란에 언급된 가장 많이

알려진 이름들이 있으며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법을 거역하는 자는 

누구든지 불지옥에 들어가 그곳에서 기거하며 고통스러운 운명을 맞게 

183)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7511) and Muslim (no. 186). The Wording is that

of Bukh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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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니라 (수라트 알‐니싸아 4:14) 

2. 자한남(jahanam; 불지옥)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위선자들과 불신자들을 지옥으로 부르실 것이니라 (알‐니싸아 

4:140)

3. 자힘(jahim; 불지옥)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고 나의 징표를 부정하는 자들이 있나니 그들은  지옥의 사

람들이니라 (수라트 알‐마이다 5:10)

4. 싸이르(al‐saʹir; 불길)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불신자들을 저주하셨으며 저들을 위해 타오르는 불

지옥을 준비하여 두셨노라 (수라트 알‐아흐잡 33:64)

5. 싸끄르(saqar; 그슬림, 태움)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고개 숙인 채 불지옥으로 끌려가는 날 지옥의 징벌을 맛보라 하는 소리를 그들

은 들을 것이니라 (수라트 알‐까마르 54:48)

6. 후타마(al‐hutamah; 으깸, 분쇄, 파괴)다

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지 아니 하니라 그는 반드시 지옥에 던져질 것이니라 그 지옥이 무엇이지 무

엇이 그 에게 설명하여 주리요 그곳은 하나님께서 불을 붙이신 불지옥이

니라 (수라트 알‐후마자 1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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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라자(laza; 불길)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보라 지옥의 불을 결코 피할 수 없느니라 사지까지 피부가 완전히 벗겨

지니라 등을 돌리고 도망하는 자들을 부를 것이라 (수라트 알‐마아리즈 70:15‐17)

8. 다르 바와르(daar al‐bawaar; 파멸의 집)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총을 망각하고 그들의 백성을 멸망의 집에서 살도록 한 

자들을 보지 못했느뇨 그들은 지옥으로 들어가 불에 태워질 것이라 실로 불행한 

거주지라 (수라트 아브라함 14:28‐29)

불지옥의 위치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악한 자들의 기록은 씨진에 보관되니라 (수라트 알‐무타피핀 83:7)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 불신자들의 경우 그의 혼이 붙잡혀 땅의 문으로 끌려가면 땅의 문지기가 

말하지요. ‘이처럼 불결한 냄새는 맡아본 적이 없다. 그러니 땅속 가장 깊은 곳

으로 가라.’”184)

불지옥의 영원한 거처

불신자들, 무쉬리킨들, 위선자들은 불지옥에서 원히 거주할 것이다. 타우

히드를 지키는 사람들 중에 죄를 지은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그분께

서 원하신다면 그들을 용서할 것이요 아니면 벌을 내릴 것이다. 만일 그들이 벌을 

받는다면 그것은 각자의 죄 값이며 그 죄 값을 치루고 나면 구제될 것이다. 다음은 

184)  Authentic;  narrated by Hakim (no.  1304)  and Ibn Hibban (no. 3013).



11. 믿음(iman)의 기둥들    243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남자 위선자와 여자 위선자와 불신자들에게 지옥의 불을 약속

하셨나니 그들은 그곳에서 원히 기거할 것이라 그것이 그들을 위한 가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시니라 그렇게 하여 그들은 원한 징벌을 받을 것이

니라 (수라트 알‐타우바 9:68)

어떤 것을 하나님께 견주하려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나 그 외에는 당신의 뜻에 따라 용서하시느니라 하나님께 어떤 것을 견

주려 하는 자는 큰 죄를 짓는 것이니라 (수라트 알‐니싸아 4:48)

불지옥 거주자들의 얼굴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심판의 날 하나님께 거역했던 자들을 보리니 그들의 얼굴은 검게 변

하노라 지옥이 거만한 자들을 위한 거주지가 아니겠느뇨 (수라트 알‐주마르 

39:60)

어떤 자의 얼굴은 먼지로 뒤덮이고 검은 어두움이 그를 감싸니라 그러함이 바

로 오만한 불신자들에게 있게 되느니라 (수라트 아바싸 80:40‐42)
어떤 자들의 얼굴에는 슬픔과 고뇌가 가득하며 고통스런 징벌이 곧 닥칠 일을 

생각하노라 (수라트 알‐끼야마 75:24‐25)

그날 굴욕을 맛볼 얼굴들이 있나니 그들은 심한 노동으로 지친 상태에서 불지

옥으로 끌려 들어가느니라 (수라트 알‐가쉬야 88:2‐4)

불이 저들의 얼굴을 태우니 저들은 그 안에서 고통스러워 얼굴을 찡그리노라 

(수라트 알‐무으미눈 23:104)

불지옥 문의 개수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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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저들 모두에게 약속된 것은 지옥뿐으로 지옥에는 일곱 개의 문이 있노라 

그것은 저들 죄인들에게 할당된 각각의 문이라 (수라트 알‐히즈르 15:43‐44)

불지옥의 문이 닫힘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지 아니 하니라 그는 반드시 지옥에 던져질 것이니라 그 지옥이 무엇이

지 무엇이 그 에게 설명하여 주리요 그곳은 하나님께서 불을 붙이신 불지옥이

거늘 뜨거운 불길이 그들의 가슴을 에워싸니라 그들에게 문이 잠겨 지면 기둥들

의 빗장이 내려지니라 (수라트 알‐후마자 104:4‐9)

심판의 날의 불지옥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악한 자들에게 지옥이 나타나니라 (수라트 알‐슈아라 26:91)

지가 산산이 부수어지고 주님께서 임하시고 천사들이 줄지어 나타나니라 

그날 지옥이 다가오니 인간은 그의 업적을 상기하나 그의 회고가 어떻게 그를 유

익하게 하겠느뇨 (수라트 알‐파즈르 89:21‐23)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압둘라 빈 마스우드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불지옥은 심판의 날 70개의 고삐에 끌려오는데 고삐 하나마다 7만 명의 천사들

에 의해 끌려옵니다.”185)

불지옥 도착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185) Narrated by Muslim (no. 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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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 중에 거기에 이르지 아니할 자 아무도 없나니 그것은 너희가 피할 수 없

는 주님의 단호한 결정이시라 그러나 나는 악을 경계하는 자들은 구하고 사악한 

자들은 그 안에서 무릎을 꿇게 하여 남겨 둘 것이니라 (수라트 마리아 19:71‐72)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불
지옥 위로 다리 하나가 설치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를 제일 먼저 건너갈 사람

은 나의 공동체입니다.”186)

불지옥의 깊이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예언자와 함께 

여행하고 있을 때 가공할만한 소리를 들었다. 예언자께서 말씀하시길, “저 소리

가 무엇인지 아나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께서 더 잘 아신다고 답했

습니다. 그러자 사도께서 말씀하시길, “그것은 지옥에서 7십년 전에 던져진 돌

로 계속 미끄러지다가 이제 막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의 소리이지요.”187)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사무라 빈 준둡이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불
지옥의 사람들 중에는 무릎까지 잠기는 자들이 있을 것이요, 허리까지 잠기는 자

들이 있을 것이요, 목까지 잠기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188)

불지옥 사람들의 육신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불
신자의 어금니는 우후드 산처럼 될 것이요 피부의 두께는 3일 밤 여행해야 닿을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입니다.”189)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심

186)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806) and Muslim (no. 182). The Wording is that of

Muslim's.

187) Narrated by Muslim (no. 2844).

188) Narrated by Muslim (no. 2845).

189) Narrated by Muslim (no. 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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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의 날 불신자의 어금니는 우흐드 산처럼 될 것이며 피부의 두께는 팔 길이의 70
배가 될 것이요 그의 윗부분의 팔은 바이다(baydaʹ)처럼 될것입니다. 그의 허벅지

는 위르깐(wirqan)처럼 될 것이요 그가 머무를 불지옥의 깊이는 메디나와 라바다 

사이의 거리만큼 될 것입니다.”190)

불지옥 열의 강도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는 부활의 날 그들이 장님이 되고 벙어리가 되고 귀머거리가 되게 하여 모이

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 저들이 살 곳은 지옥뿐이라 지옥의 불길이 약해질 때마다 

나는 저들에게 불길을 더욱 강하게 하니라 이것이 저들에 한 가이니 이는 저

들이 나의 징표를 불신했기 때문이라 저들은 이렇게 말하 노라 뼈만 남아 흙으

로 돌아가는 우리가 새로 창조된단 말이뇨 (수라트 알‐이스라 17:97‐98)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아
담의 후손이 타게 될 이 불은 단지 지옥불의 70분의 1에 불과하지요.” 이 말을 듣

고 교우들이 말했다. “사도님, 그 불로 사람을 태울 수 있단 말입니까?” 사도께서 

말씀하시길, “그것은 이 세상 불의 강도 69배를 초과하지요. 각 하나의 불이 내품

는 강도는 전체의 불이 내품는 강도와 같지요.”191)

역시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지옥불이 주님께 불

평을 하지요. ‘주님이시여, 저희 불이 서로가 서로를 태워야 합니까?’ 그러자 주님

께서는 두 번 호흡을 하도록 허락하셨지요. 한번은 여름에 호흡을 하고 다른 한번

은 겨울에 호흡을 하도록 허락하셨지요. 이것은 맹렬하게 타오르는 열과 살을 에

는 가혹한 추위 때문이지요.”192)

190) Authentic; narrated by Ahmad (no. 8327) and Hakim (8759). The wording is that of

Hakim's. See al-Silsilah al-Sahihah (no. 1105).

191)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3265) and Muslim (no. 2843). The Wording is that

of Muslim's.

192)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3260) and Muslim (no. 617). The Wording is that

of Bukh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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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불의 연료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는 자들이여 인간과 돌들이 연료가 되어 타고 있는 지옥불로부터 너희 자

신과 너희 가족을 구하라 그 위에 천사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명령한 로 거역

하지 아니하고 엄하게 집행하느니라 (수라트 알‐타흐림 66:6)

실로 너희와 너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한 것들은 지옥의 땔감이거늘 

너희는 그 안으로 들어가니라 (수라트 알‐안비야 21:98)

불지옥의 가장 낮은 단계

불지옥에는 더 낮은 단계가 많다. 위선자들은 가장 낮은 단계에 있게 된다. 이
들은 불신의 정도가 심했을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

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위선자들이야 말로 지옥의 마지막 하층에 있게 되나니 그 는 그들을 위해 어

떤 구원자도 찾지 못하니라 (수라트 알‐니싸아 4:145)

불지옥의 그림자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좌편의 동료들이 있나니 그들은 얼마나 불행한 동료들인가 그들은 작열하는 

불지옥과 들끓는 물속에 있게 되고 검은 연기 속에 있으면서 시원한 것도 그리고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노라 (수라트 알‐와끼아 56:41‐44)

불이 저들 위에서 누를 것이요 밑에서는 불이 버티고 있노라 이것으로 하나님께

서는 종들에게 경고하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들이여 너희는 나만을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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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느니라 (수라트 알‐주마르 39:16)

그곳에는 시원하게 할 그늘도 없고 화염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도 없는 곳이라 

그러니 세 갈래의 연기가 싸인 그곳으로 가라 그곳에는 시원하게 할 그늘도 없고 

화염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도 없는 곳이니라 (수라트 알‐무르쌀라트 77:30‐31)

불지옥의  문지기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불속에 있는 자들은 지옥의 수호자들에게 말할 것이라 당신의 주님께 기도하

여 하루만이라도 징벌을 가볍게 하여 해달라고 빌어주시오 그러자 수호자들이 묻

기를 분명한 증표를 가지고 사도들이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 했더뇨 라고 하면 그

렇다고 답할 것이라 그러면 수호자들이 구원을 간청하여 보라고 말할 것이나 

불신자들의 기원은 무익할 뿐이라 (수라트 가피르 40:49‐50)

내가 곧 그를 불지옥으로 이르게 하리라 불지옥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

에게 설명하여 주리요  어느 죄인도 남겨두지 않고 어느 것도 남겨두지 아니

한 곳으로 피부를 불태워 검게 만들어버리는 곳이라 그 위에는 열아홉 천사가 

지키고 있노라 나는 천사들을 불지옥의 수호자로 두고 믿지 않는 자들에 한 

시험으로써만 그 수를 한정하 노라 이는 성서의 백성들이 진리에 도달하고 

믿는 자들에게 신앙심을 더하며 성서의 백성들과 믿는 자들이 의심을 품지 않

게 하기 위해서라 그리고 마음이 병든 자들과 불신자들이 그러한 비유로써 알

라 하나님은 무엇을 의도하려 하느뇨 라고 말하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라

(수라트 알‐무다씨르 74:26‐31)

이때 그들은 호소하노라 지옥을 지키는 천사여 주님으로 하여금 징벌을 거두

어 주도록 하여 주소서 그러자 천사가 답하길 그럴 수 없노라 너희는 그곳에서 

거주할 것이라 실로 내가 그 에게 진리를 주었노라 그러나 너희 다수는 그것

을 증오하 노라 (수라트 알‐주크루프 43: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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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지옥의 거주자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싸이드 알쿠드리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

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담아’ 그러면 아담이 답할 것입니

다. ‘예, 당신의 부름에 따르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명령에 복종할 것입니다. 모
든 좋은 것은 당신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불지옥

의 사람들을 데려오라.’ 그러면 아담이 답할 것입니다. ‘불지옥에 갈 사람들 

몇 명이나 데려올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각 1천 명에서 9백 9십 

9명을 데려오라.’ 그때 어린이들은 머리가 호호백발이 되어 있을 것이고 임신한 

여성들은 유산을 할 것입니다. 그들은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술에 취한 자들

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벌은 가혹할 것입니다.” 교우들이 말했

다. “사도님, 불지옥에서 구출될 행운의 그 사람이 저희 중에 있습니까?” 사도께

서 말씀하시길, “좋은 소식을 전하지오. 불지옥에 갈 1천 명은 고그와 마고그 출

신들이지만 구제될 한 명은 여러분 중에 있지요.”193)

불지옥에 들어가는 상황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불신자들은 한 무리가 되어 지옥으로 쫓겨 들어갈 것이니라 그리고 그들이 그

곳에 도착하면 문이 열리고 문지기들이 그들에게 말할 것이라 너희 중에서 사도

들이 나타나 주님의 말씀을 낭송하고 이날에 너희가 하나님을 상봉하리라 경고

하지 아니 했더뇨 이에 하여 그들이 답하길 사실입니다 징벌은 불신자들을 

위해 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소리가 들릴 것이라 지옥의 문들로 

들어가 그곳에서 거주하라 거만한 자들의 거주지는 저주스러운 곳이니라 (수라

트 알‐주마르 39:71‐72)

죄인들은 그들의 외형으로 식별되며 그들의 머리와 발들이 붙잡히게 되니라 

(수라트 알‐라흐만 55:41)

193)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3347) and Muslim (no. 222). The Wording is that

of Bukh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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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자들은 부활을 부정하나니 나는 내세를 부인하는 자들을 위해 화염의 지

옥을 준비하여 두었노라 불지옥이 먼 곳으로부터 저들의 시야에 들어올 때 저들

은 타오르는 불길의 소리와 광음을 듣게 되노라 저들이 쇠사슬에 묶여 지옥의 가

장 협소한 곳에 버려졌을 때 여기저기서 죽음을 애원하노라 오늘 한번만의 멸망

을 기도하지 말고 수없이 멸망을 애원하라 (수라트 알‐푸르깐 25:11‐14)

그렇지 아니 하니라 그는 반드시 지옥에 던져질 것이니라 그 지옥이 무엇이지 무

엇이 그 에게 설명하여 주리요 그곳은  하나님께서 불을 붙이신 불지옥이

니라 (수라트 알‐후마자 104:4‐6)

그날 그들은 끌려가 무서운 불지옥에 세차게 던져지면서 이것이 바로 너희가 

거역했던 불지옥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노라 그래도 이것이 마술이란 말이뇨 너희

는 보지를 못하느뇨 그곳에 들어가 뜨거움을 맛보라 너희가 참고 인내하든 그렇

지 못하든 결과는 마찬가지라 이것은 너희가 행한 것에 한 가이니라 (수라트 

알‐뚜르 52:13‐16)

그 날 그 는 족쇄에 묶여 있는 죄인들을 보리라 그날 그들의 의상은 역청으로 

되어 있으며 불이 그들의 얼굴을 둘러싸노라  (수라트 아브라함 14:49‐50)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심
판의 날 목의 모습을 하나의 불이 나타나는데 그 불은 볼 수 있는 두 눈과 들을 수 

있는 두 귀와 말할 수 있는 입을 갖고 있지요. 불이 말할 것입니다. ‘나는 다음의 

세 부류의 사람들을 책임지고 있지요. 모든 박해자, 하나님과 더불어 사신을 숭

배한 자, 그리고 형상을 만드는 자들이지요.’”194)

불지옥에서 태워질 첫 번째 사람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부
활의 날 심판을 받을 첫 번째 사람은 순교자로 죽은 자이지요. 그가 앞으로 불려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가 받게 될 은총을 상기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194) Authentic; narrated by Ahmad (no. 8411) and Tirmizi (no. 2574). The wording is that of

Tirmiz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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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은총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그 는 무엇

을 했느뇨?’ 순교자가 답할 것입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 순교할 때까지 싸웠습

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는 거짓말을 했느니라. 그 는 사람

들에게 용감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싸웠느니라.’ 사실 그들은 그런 목적으로 그렇

게 하 을 뿐이다. 그는 끌려가 불지옥에 던져진다. 
다음에는 지식을 쌓고 그 지식을 가르친 사람, 그리고 꾸란을 읽은 사람이 앞

으로 불려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받게 될 은총을 상기시켜 주실 것입니

다. 그러면 그는 그 은총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

다. ‘그 는 무엇을 했느뇨?’ 그가 답할 것입니다. ‘저는 지식을 쌓아 그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 꾸란을 읽었습니다.’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

입니다. ‘그 는 거짓말을 했느니라. 그 는 사람들에게 지식인처럼 보이기 위해 

지식을 쌓았고 꾸란 낭송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꾸란을 읽었느니라.’  사실 그

는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하 을 뿐이다. 그는 끌려가 불지옥에 던져진다.
다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풍요와 재물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앞으로 불려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받게 될 은총을 상기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그 은총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그 는 무엇을 

했느뇨?’그가 답할 것입니다. ‘당신께서 주신 재물로 당신을 위해 사용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는 거짓말을 했

느니라. 그 는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사람처럼 보이도록 위해 그렇게 했느니

라.’ 사실 그들은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하 을 뿐이다. 그들은 끌려가 불지옥에 

던져진다.”195)

불지옥의 거주자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나의 증거들을 불신하고 거역하는 자는 불지옥의 주인이 되어 그 속에

서 원히 기거할 것이니라 (수라트 알‐바까라 2:39)

195) Narrated by Muslim (no.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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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는 남자 위선자와 여자 위선자와 불신자들에게 지옥의 불을 약속

하셨나니 그들은 그곳에서 원히 기거할 것이니라 그것이 그들을 위한 가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시니라 그렇게 하여 그들은 원한 징벌을 받을 것이

니라 (수라트 알‐타우바 9:68)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이야드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불지옥의 

거주자들은 다섯 부류가 있지요. 악을 피할 능력이 없는 약자,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상관하지 않고 모든 것을 추구하는 자, 가족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재물을 

돌보지 않는 자, 자신의 탐욕이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처신하는 정직하

지 못한 자, 조석으로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재물에 하여 당신을 기만하는 자 이

지요. 구두쇠, 거짓말쟁이, 습관적으로 남을 비난하는 자, 외설적이고 음탕한 자,  
불결한 말을 하는 자도 그와 마찬가지이지요.”196)

불지옥에 들어갈 대다수의 사람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이븐 압바스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나는 

불지옥을 보게 되었지요. 그곳에 있는 다수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는 여자

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답하길, “그들은 

남편들에게 감사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베풀어진 은총에 해서도 감사하지 않

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녀들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는데도 여러분들에게서 다른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어떤 좋은 것도 결코 받지 않

았어요.’”197)

불지옥의 사람들이 받는 가장 가혹한 징벌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말씀하실 것이니라 하나님을 거역했던 오만한 자들을 

모두 지옥으로 던져버리라 저들은 선의 실천을 방해하고 의심으로 

196) Narrated by Muslim (no. 2865).

197)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29) and Muslim (no.907 ). The Wording is that of

Bukh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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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범한 자들이며 하나님을 제쳐두고 사신들을 숭배했던 자들이니 참혹한 고

통 속으로 던져버리라 (수라트 까프 50:24‐26)

가혹한 징벌이 파라오의 백성들을 에워싸게 되었느니라 불길이 아침저녁으로 

저들을 에워쌀 것이라 그리고 때가 되면 파라오의 백성들을 최악의 징벌로 들게 

하라는 명령이 내려질 것이니라 (수라트 가피르 40:45‐46)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길로부터 벗어나게 한 자들의 타락한 죄의 가로 

나는 저들에게 징벌에 징벌을 더할 것이니라 (수라트 알‐나흘 16:88)

위선자들이야 말로 지옥의 마지막 하층에 있게 되나니 그 는 그들을 위해 어

떤 구원자도 발견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회개하고 개선하여 하나님의 동아줄을 

잡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는 믿는 자들과 함께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

들에게 커다란 보상을 주실 것이니라 (수라트 알‐니싸아 4:145‐146)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저들과 사탄들을 불러 모아 무릎을 꿇도록 하여 지옥의 

주변으로 모이게 하리라 그런 다음 나는 모든 무리로부터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해 제일 오만했던 자들을 끌어 낼 것이라 또 나는 그곳에서 누가 불에 태워지는 

벌을 받을 자인가를 가장 잘 알고 있노라 (수라트 마리아 19:68‐70)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압둘라 빈 마스우드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심판의 날 가장 가혹한 징벌을 받을 자들은 형상들을 만드는 자들

이지요.”198)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심
판의 날 하나의 불이 나타나는데 그 불은 볼 수 있는 두 눈과 들을 수 있는 두 귀와 

말할 수 있는 입을 갖고 있지요. 불이 말할 것입니다. ‘나는 다음의 세 부류의 사

람들을 책임지고 있지요. 모든 박해자, 하나님과 더불어 사신을 숭배한 자, 그리

고 형상을 만드는 자들이지요.’”199)

198)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5950) and Muslim (no. 2109). The

Wording is that of Musl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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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압둘라 빈 마스우드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부활의 날 가장 가혹한 징벌을 받게 될 자는 예언자에 의해 사살된 자, 예언자를 

사살한 자, 잘못 안내한 지도자, 그리고 형상을 만드는 자들이지요.”200)

불지옥의 사람들이 받는 최소한의 징벌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누으만 빈 바시르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부활의 날 최소한의 징벌을 받게 될 불지옥의 사람이 있지요. 그의 두 발은 타다 

남은 불덩어리에 놓이게 되며 그의 머리는 지글지글 끓게 되지요.”201)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싸이드 알‐쿠드리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예언

자께서 삼촌 아부 딸립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시길, “부활의 날 나의 중재

가그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얕은 불꽃에 놓이게 되는데 그 불이

발목에 이르면 그의 머리는 끓게 될 것입니다.”202)

불지옥의 사람들에 대한 질책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불신하는 자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곱으로 바쳐 부활의 날 징벌로부터 면죄 

받고자 할지라도 그 어느 누구의 속죄도 수락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에게는 고

통스러운 징벌만 있을 것이니라 (수라트 알‐마이다 5:36)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나스 빈 말리크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최소한의 징벌을 받게 될 불지옥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

199) Authentic; narrated by Ahmad (no. 8411) and Tirmizi (no. 2574). The wording is that of

Tirmizi's.

200) Good; narrated by Ahmad (no. 3868).

201)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6562) and Muslim (no. 213). The Wording is that

of Bukhari's.

202)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6564) and Muslim (no. 210). The Wording is that

of Bukh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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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네가 현세에 두고 온 모든 것을 몸값으로 바치고 불지옥으로부터 구제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그는 답할 것이라.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

다. ‘네가 아담의 척추에 있을 때 나는 너에게 이것보다 많은 것을 요구했느니

라. 그러나 너는 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 느니라.’”203)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나스 빈 말리크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불지옥의 동거자들 중에 현세에 살면서 가장 호화스럽게 살았던 사람이 있었지

요. 그가 부활의 날 앞으로 불려나와 불속에 넣어지면서 질문을 받지요. ‘아담의 

후손이여, 안락함을 경험해 보았는가? 사치품을 가져본 적이 있느냐?’ 이 질문에 

그가 답하지요. ‘주님이시여, 당신께 맹세하지만 절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
런 후 현세에서 살 때 무척 궁핍하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온 어떤 사람이 천국에 발

을 들여놓을 때 질문을 받지요. ‘아담의 후손이여, 궁핍함을 경험해 보았는가? 어
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느냐?’ 이 질문에 그가 답하지요. ‘주님이시여, 당신께 맹

세하지만 저는 궁핍함도 그리고 어려움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204)

불지옥의 사람들을 묶는 사슬과 족쇠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는 불신자들을 위하여 쇠사슬과 멍에와 타오르는 불지옥을 준비하 느니라 

(수라트 알‐인싼 76:4)

저들은 꾸란과 내가 사도들에게 보낸 것들을 거역하고 있으나 저들은 곧 그 결

과를 알게 되리라 그때 저들은 자신의 목에 멍에와 쇠사슬이 씌여진 채 끌리어 나

가끓는 액체 속으로 들어가 불속에서 태워지니라 (수라트 가피르 40:70‐72)

나에게는 그들을 묶을 무거운 쇠사슬과 그들을 태울 타오르는 불이 있으며 질

식시킬 음식과 고통스러운 징벌이 준비되어 있느니라 (수라트 알‐무잠  

73:12‐13)

203)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6557) and Muslim (no. 2805). The Wording is that

of Bukhari's.

204) Narrated by Muslim (no. 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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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를 포획하여 족쇠를 채우라는 명령의 소리가 들려오며 타오르는 불속에 그

를 내던지라 그리고 그를 칠십 척 길이의 쇠사슬에 묶어 걷게 하라  실로 그는 

위 한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도 베풀지 아니 했

노라 (수라트 알‐하까 69:30‐34)

불지옥 사람들이 먹는 음식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실로 자꿈나무는 죄인들의 음식이며 녹은 쇳물처럼 되어 그들의 위 속에서 마

치 끓는 물처럼  끓을 것이니라 (수라트 알‐두칸 44:43‐46)

이처럼 환 받는 것이 더 좋으뇨 아니면 자꿈나무가 더 좋으뇨 실로 나는 죄인

들을 위한 시험용으로 그것을 두었노라 그것은 불지옥의 밑바닥에서 자라는 나무

로 그것의 열매는 사탄의 머리들과 흡사 하노라 저들은 그것을 먹어 배를 채우고 

그 위에 이글거리는 물을 음료수로 마시며 타오르는 불지옥으로 향하니라 (수라

트 알‐사파트 37:62‐68)

그들에게는 가시 돋친 모진 가시 외에는 먹을 음식이 없으며 아무런 양분이 없

어 굶주린 자에게는 허기를 채워주지 못하니라 (수라트 알‐가쉬야 88:6‐7)

실로 그는 위 한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도 베

풀지 아니 했노라 그리하여 그는 오늘 이곳에 친구라곤 아무도 없으며  그가 먹

을 음식이란 피고름 섞인 것뿐으로 이것은 죄인들만이 먹는 것들이니라 (수라트 

알‐하까 69:33‐37)

불지옥의 사람들이 마시는 음료수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도들이 하나님께 승리의 도움을 청하매 거만하고 고집이 센 모든 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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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멸망하 노라 그들 앞에는 지옥이 있으며 그들은 그 안에서 피가 섞인 곪은 물

을 마시노라 싫어도 그는 그것을 마시어야 하며 목구멍으로 삼키기 어렵다는 것

을 알게 될 것이라 죽음이 사방에서 다가오나 죽지 아니하고 그 앞에는 고통스러

운 징벌만이 계속되느니라 (수라트 아브라함 14:15‐17)

지옥에서 끓는 물을 마심으로 내장이 찢어지는 자들과 같을 수 있느뇨 (수라

트 무함마드 47:15)

말하라 진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르 으니 원하는 자로 하여금 믿게 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한 자 불신토록 두라 실로 나는 그 불신자들을 위하여 연기

와 화염이 에워싸는 불지옥을 준비하여 두었노라 또한 저들이 물을 구하나 납과 

같은 황동 물이 저들의 얼굴에 부어질 것이니 그들의 음료수와 거주지가 얼마

나저주스러운가 (수라트 알‐카흐프 18:29)

바로 이것이니라 그러나 사악한 자는 최후의 거주지가 저주받은 곳이라 그곳

은 지옥이라 저들이 그곳에서 불에 태워지니 그 곳은 가장 저주받은 곳이라 바로 

이것이라 저들로 하여금 끓는 액체와 굳어가는 액체를 맛보게 할 것이라  그와 유

사한 또 다른 징벌들이 있노라 (수라트 솨드 38:55‐58)

지옥의 사람들이 입는 옷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님에 하여 논쟁하는 두 무리가 있나니 불신자들은 불길에서 그들의 옷이 

찢겨나가고 머리 위에는 이글 는 물이 부어지니라 (수라트 알‐핮즈 22:19)
그 날 그 는 족쇄에 묶여 있는 죄인들을 보리라 그날 그들의 의상은 역청으로 

되어 있으며 불이 그들의 얼굴을 둘러싸노라  (수라트 아브라함 14:49‐50)

불지옥 사람들의 침대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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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오만하고 거만을 피우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아니하며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과 

같으니라 이것이 바로 죄지은 자들에 한 가이니라 그들을 위해 지옥에 침상

이 마련되어 있고 그 위에는 불의 이불이 준비되어 있나니 이것이 바로 죄지은

자들에게 내려지는 징벌이니라 (수라트 알‐아으라프 7:40‐41)

불지옥 사람들의 후회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종들 위에 가장 높이 계시면서 너희를 감시하는 천

사들을 보내시니 죽음이 너희 중 누구에게 임했을 때 천사들이 그의 혼을 거두

어 가느니라 그리고 천사들은 자신들의 의무를 절 로 소홀히 하지 아니하니

라 (수라트 알‐안암 6:61)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들을 그들에게 밝히시니 그들은 불지옥으로부터 피

하지 못하니라 (수라트 알‐바까라 2:167)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천

국에 들어가는 자는 반드시, 자신이 악행을 저질렀을 때 거주할 지옥의 장소를 보게 되

는데 이는 그에게 감사함이 더해지기 위함이라. 지옥에 들어가는 자는 반드시, 자신이 

선행을 실천했을 때 거주할 천국의 장소를 보게 되는데 이는 그에게 슬픔이 더해지기 

위함이라.”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나스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최소한의 

징벌을 받게 될 불지옥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현세에 

두고 온 모든 것을 몸값으로 바치고 불지옥으로부터 구제받기를 원하느냐?’  그러

면 그는 답할 것이라.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아담의 

척추에 있을 때 나는 너에게 이것보다 더 쉬운 것을 요구했느니라. 그러나너는 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 느니라.’”205)

205)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3334) and Muslim (no. 2805). The Wording is that

of Bukh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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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지옥 사람들의 상대방에 대한 저주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 이전 사람들과 그리고 진과 함께 불지옥으로 들

어가라 그리하여 새로 온 사람들이 들어오니 서로가 서로를 저주하며 그들 모두

가 그 안으로 모이매 나중에 온 자들이 먼저 온 자들에게 말하길 주여 이들이 저

희를 유혹한 자들입니다 저들에게 지옥의 벌을 두 배로 하여 주소서 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 모두에게 징벌이 배가 되리라 이것은 너희가 알

지 못했던 것이니라 그때 먼저 온 자들이 나중에 온 자들에게 말하길 너희가 

우리 보다 우월하지 아니하니 너희도 너희가 행한 것에 한 가로 징벌을 받

을 것

이라 (수라트 알‐아으라프 7:38‐39)

아브라함이 말하길 너희는  하나님을 제쳐두고 우상을 섬겨왔노라 너희 상

호간의 사랑은 단지 이 세상의 삶에 있으나 심판의 날 너희는 서로가 서로를 비

방하며 저주하게 될 것이라 그리고 너희의 거주지는 불지옥이며 너희에게는 어

떤 구원자도 없을 것이라 (수라트 알‐안카부트 29:25)

불신자들은 부활을 부정하나니 나는 내세를 부인하는 자들을 위해 화염의 

지옥을 준비하여 두었노라 불지옥이 먼 곳으로부터 저들의 시야에 들어올 때 저

들은 타오르는 불길의 소리와 광음을 듣게 되노라 저들이 쇠사슬에 묶여 지옥의 

가장 협소한 곳에 버려졌을 때 여기저기서 죽음을 애원하노라 오늘 한번만의 멸

망을 기도하지 말고 수 차례의 멸망을 애원하라 (수라트 알‐푸르깐 25:11‐14)

불지옥에서 벌을 받게 될 사람들의 유형

1) 불신자와 위선자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남자 위선자와 여자 위선자와 불신자들에게 지옥의 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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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하셨나니 그들은 그곳에서 원히 기거할 것이라 그것이 그들을 위한 가

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시니라 그렇게 하여 그들은 원한 징벌을 받을 

것이니라 (수라트 알‐타우바 9:68)

2) 고의적으로 믿는 자를 살해한 자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믿는 자를 살해한 자에 한 가는 지옥이며 그는 그곳

에서 원히 거주할 것이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화를 내시고 그를 저주하

시며 무서운 징벌을 준비하셨느니라 (수라트 알‐니싸아 4:93)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압둘라 빈 아므르 빈 알아스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

씀이다. “무슬림의 보호를 받기로 되어있는 자를 살해한 자는 천국의 향기를 냄새 

맡지 못할 것입니다. 그곳의 향기는 40년 동안 여행해서 도착 할 수 있는 방 한 

지역에서 맡을 수 있지요.”206)

3) 간통한 남녀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사무라 빈 준둡이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사도께서 가끔

교우들에게 질문을 하셨다. “여러분 중에 꿈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야

기를 하고 싶은 사람들에 의해 꿈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었다. 어느 날 아침 예언자

께서 말씀하시길, “지난 밤 꿈에서 두 사람이 나를 찾아와 나를 깨우더니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계속 나가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가다가 탄누르

(tannur; 빵을 굽기 위해 질흙으로 만들어진 항아리의 일종) 같은 어떤 것을 지나

게 되었지요. 그 화덕에서 여러 소리가 들렸어요.” 예언자께서 덧붙여 말씀하시

길, “우리는 그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그 안에는 벌거벗은 남녀들이 들어 있었지

요. 화염이 밑에서 올라와 그들을 덮치고 있었어요. 화염이 스칠 때마다 그들은 고

함을 질 어요. 나는 그들에게 물었지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지요?’ 그들이 

답했어요. ‘당신께서 보신 화덕에 있는 저들은 현세에 있을 때 207)벌거벗고 간통

한 남자들과 여자들이지요.’”

206) Narrated by Bukhari (no. 3166).

207) Narrated by Bukhari (no. 7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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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자를 취한 자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사무라 빈 준둡이 전하고 예언자의 말씀이다. “계속하

여 가다가 피가 흐르는 강에 이르게 되었지요. 그 강에서 수 하는 사람이 있었고, 
강 언덕에서 많은 조약돌을 주어 모은 사람이 있었지요. 다른 사람이 수 을 하고 

있을 때 그는 그에게 다가가 입을 열자 강 언덕에 있던 사람이 그의 입에 돌 하나

를 던져 넣었지요. 전자는 다시 수 을 하 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었지요. 
나는 나의 두 교우에게 물었어요.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지요?’ 그러자 그들

이 답했어요. ‘강에서 수 하고 강 언덕으로 돌아와 돌을 받아먹는 저 사람은 이

자를 취한 자입니다.’”208)

5) 형상을 만드는 자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이븐 압바스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형상

을 만드는 자는 모두 불지옥에 갈 것입니다. 불지옥에서 자신이 만든 자를 매질할 

자가 임명될 것입니다.”209)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이샤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여행에서 돌아온 사도

께서 저에게 왔어오. 그런데 집안에 두꺼운 천으로 만들어진 커튼을 쳤어요. 그 

커튼에는 상이 있었는데 그 상을 본 예언자께서 화가 난 모습을 하시더니 나에

게 말했어요. “아이샤, 부활의 날 하나님으로부터 가혹한 징벌을 받게 될 자는 

하나님을 비유하거나 견주는 형상을 만드는 자가 되지요.” 이 말을 듣고 아이샤

가 말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그것을 갈기갈기 찢어 그것을 방석을 만들었어

요.”210)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이븐 압바스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형상

을 만드는 자는 모두 부활의 날 자신이 만든 형상에 혼을 불어넣으라는  명령을 받

으나 그렇게 할 수 없지요.”211)

6) 고아의 재물을 부당하게 갈취하여 사용한 자

208) Narrated by Bukhari (no. 1386).

209) Narrated by Muslim (no. 2110).

210)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5954) and Muslim (no. 2107). The Wording is that

of Muslim's.

211)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7042) and Muslim (no. 2110). The Wording is that

of Musl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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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고아들의 재산을 부당하게 탐내는 자는 그들의 복부가 불길을 삼키는 것과 같

나니 이리하여 그들은 타오르는 화염의 밥이 되니라 (수라트 알‐니싸아 4:10)

7) 거짓말쟁이, 비방자 그리고 이간질 시키는

자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진리를 거부하고 방황하는 자라면 그는 들끓는 물을 마시며 

불지옥에서 태워지게 될 것이니라 (수라트 알‐와끼아 56:92‐94)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무아즈 빈 자발이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나는 예언자를 

모시고 여행을 하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다. “사도님, 우리가 말한 것에 하여 

계산을 받게 됩니까?” 예언자께서 답하시길, “무아즈, 당신의 어머니께서 당

신을 잃을까 걱정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얼굴을 박거나 코를 박으며 지옥불에 내던

져지는 이유는 오직 그들의 혀가 거두어들인 것들 때문이라.”212)

8) 하나님의 계시를 숨기는 자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성서를 통해 내려준 것을 은폐하고 하찮은 것을 취하려하는 자

는 그의 배속에 유황불을 삼키는 자와 같으니 부활의 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도 하지 않을 것이요 그들을 정화시켜주지도 않으며 가혹한 벌만 내리실 것이

니라 (수라트 알‐바까라 2:174)

불지옥 사람들끼리의 다툼

1) 우상숭배자와 우상과의 다툼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212) Authentic; narrated by Tirmizi (no. 2616) and Ibn Majah (no. 3973). The wording is that

of Tirmiz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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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우상들과 사악한 자들은 불지옥에 거꾸로 던져질 것이며 이블리스의 군

모두도 그렇게 되니라 저들은 그 안에서 서로 싸우면서 말하길  하나님이여 

저희가 실로 잘못 하 나이다 그때 저희가 우상을 온 누리의 주님과 동등하게 섬

겼습니다 죄인들이 저희를 잘못 인도하 습니다 (알‐슈아라 26:94‐99)

2) 약자와 거만한 통치자와의 다툼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들이 불지옥에서 서로 논쟁할 때 추종했던 약자들은 오만했던 저들에게 말

하길 우리는 당신들만을 추종했나니 이 불지옥의 징벌을 당신들께서 막아 줄 수 

없느뇨  그러면 교만했던 자들이 답할 것이라 우리 모두가 불지옥에 있지 않

느뇨 하나님께서는 이미 종들을 심판하셨노라 (수라트 가피르 40:47‐48)

3) 추종자와 잘못 안내한 자와의 다툼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들은 서로 다가서며 서로가 서로에게 질문하노라 저들이 말하길 당신들은 

우리에게 오른편에서 왔다고 하 소 저들이 답하길 아니라 너희에게 믿음이 없

었노라 우리는 너희에 한 아무런 권세가 없노라 오히려 너희는 죄를 범한 불의

한 백성이었노라 주님의 말씀이 진리로 입증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징벌을 받아야 

할 뿐이라 실로 우리는 너희를 방황케 하 으며 우리 스스로도 방황했노라 실로 

저들 모두는 그날 함께 징벌을 받게 될 것이라 나는 죄 지은 자를 이와 같이 다

스리니라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고 저들에게 말했을 때 저들은 거만을 피웠기 

때문이라 (수라트 사파트 37:27‐35)

4) 불신자와 악마와의 다툼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때 사탄이 말할 것이라 주여 제가 그를 죄악으로 유혹하지 아니했으며 그

가 스스로 멀리서 방황하 나이다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라 내앞에

서 서로가 논쟁하지 말라 내가 이미 너희에게 경고했던 일이니라 내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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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선고는 변경되지 않노라 내가 나의 종들에게 절  부당하게 하지 않느니라 

(수라트 까프 27‐29)

5) 자신의 몸과 자신과의 다툼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적들이 떼를 지어 불지옥으로 행진할 그날을 상기하라 저들이 불

지옥에 이르면 저들의 귀와 눈과 피부는 저들의 모든 행위에 하여 증언할 것

이라  저들은 자신들의 피부에게 너희는 왜 우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느냐고 

말하자 그것들이 말하길 만물이 말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을 하도록 하신 것이요 최초에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알

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 습니다 (수라트 푸실라트

41:19‐21)

불지옥 사람들이 자신들을 잘못 안내한 자들을 보게 하여주고 그들에 대한 징벌을 

더하여 달라는 요구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음을 불신한 자들이 말하길 주님이여 저희를 유혹했던 진과 사람들을 보여 

주소서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발로써 짓밟아 그들이 가장 수치스러운 자가 되게 

하고자 하나이다 (수라트 푸실라트 41:29)

저들의 얼굴이 불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날 저들은 말할 것이라 우리도 하

나님께 복종하고 사도에게 순종했어야 했는데 라고 말할 것이니라 또 저들은 말

하길 주여 저희는 저희 지도자들과 훌륭한 분들에게 복종하 을 뿐으로 저들이 

저희를 유혹하여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 을 뿐입니다 그러니 주여 저들을 곱

절로 응징하여 주시고 저들을 저주하시되 크게 저주하여 주소서 (수라트 알‐아흐

잡 33:6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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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지옥 사람들에게 이블리스의 설교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결정이 내려질 때 사탄이 말하길 실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진실의 약속을 

하셨으나 나는 너희에게 약속을 하고 너희를 실망시켰노라 내가 너희를 불 을 

때 너희가 나를 따른 것 외에는 나는 너희를 위한 아무런 힘이 없노라 그러므로 

나를 비난하지 말고 너희 자신들을 비난하라 내가 너희를 도울 수 없으며 또한 

너희가 나를 도울 수 없노라 실로 나는 너희가 이전에 나를 하나님과 등케 했

던 것을 부인하 노라 실로 우매한 자들에겐 고통스러운 징벌만 있을 뿐이라 (수
라트 아브라함 14:22)

불지옥이 더 많은 거주자를 요청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날 내가 지옥을 향하여 그곳이 다 찼느냐고 물으면 아직도 추가할 자가 있습

니까 라고 지옥이 답할 것이니라 (수라트 까프 50:30)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나스 빈 말리크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죄인들은 불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불지옥이 말하길,  “또 더 있습니까?”  이

에 영광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발을 지옥에 담그시니 지옥의 모서리 일부가 다른 모

서리에 닿았고 지옥이 말합니다. "그만이요, 그만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 를 

창조하실 때까지 천국의 공간은 충분할 것이며 새로운 세 를 위해 천국에 여분

의 공간을 두실 것입니다.”213) 

불지옥 사람들이 받게 될 징벌의 형태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213)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4848) and Muslim (no. 2848). The Wording is that

of Musl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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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징표를 믿지 아니한 자들에 하여 나는 그들을 불지옥으로 들게 할 것이

니라 그리하여 그들의 피부가 불에 익어 다른 피부로 변하니 그들은 고통을 맛

보니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니라 (수라트 알‐니싸아 4:56)

그러나 죄인들에게는 지옥의 징벌이 있을 것이며 그들은 그곳에서 원히 머

무르게 될 것이라 그들에 한 징벌은 가벼워 질 수 없으니 그들은 그 속에서 절망

할 것이라 그들을 부당하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욕되게 

하 느니라 (수라트 알‐주크루프 43:74‐76)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불신자들을 저주하셨으며 저들을 위해 타오르는 불

지옥을 준비하여 두셨노라 저들은 그 속에서 원히 머무르게 되니라 실로 저들

은 아무런 보호자나 구원자도 얻지 못하니라  저들의 얼굴이 불지옥으로 들어가

게 되는 날 저들은 말할 것이라 우리도 하나님께 복종하고 사도에게 순종했어야 

했는데 라고 말할 것이니라 (수라트 알‐아흐잡 33:64‐66)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불지옥이 준비되어 있노라 고통은 끝이 없으며 저들

은 죽지도 아니 하며 저들에 한 징벌도 감소되지도 않노라 그와 같이 나는 모든 

불신자들에게 벌을 내리니라 (수라트 파티르 35:36)

이 불행한 자들은 불지옥에 있게 될 것이매 그곳에는 그들의 한탄과 통곡밖

엔 없노라 하늘과 땅이 존속하는 한 그들은 그 안에서 생하나 그  주님의 뜻

이 있는 자는 제외될 것이라 실로 주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로 행하시니라

(수라트 후드 11:106‐107)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저들과 사탄들을 불러 모아 무릎을 꿇도록 하여 지옥의 

주변으로 모이게 하리라 그런 다음 나는 모든 무리로부터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해 제일 오만했던 자들을 끌어 낼 것이라 또 나는 그곳에서 누가 불에 태워지는 

벌을 받을 자인가를 가장 잘 알고 있노라 (수라트 마리아 19:68‐70)

지옥은 기다리고 있노라 이곳이 바로 사악한 자들의 거처라 그들은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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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히 있게 되니라 이곳에는 시원한 것도 없고 마실 음료수도 없으며   끓고 있는 

액체와 악취가 풍기는 더러운 고름뿐으로 이런 것들이 그들을 위한 적절한 가

이니라 (수라트 알‐나바아 78:21‐26)

주님을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해 지옥의 징벌을 준비하 나니 얼마나 비참한 

운명인가 그들이 그곳으로 던져질 때 그들은 신음소리 같은 무서운 비탄의 소리

를 들을 것이니라 지옥은 맹렬한 열기로 터질 정도이니라 그리고 불신자 무리가 

그곳으로 던져질 때마다 너희에게 경고자가 오지 않았더뇨 라고 수호자가 질문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이 답할 것이라 실로 우리에게 경고자가 왔으나 우리는 그

를 배척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 것도 계시하지 않

았으며 당신들은 크게 잘못 알고 있습니다 (수라트 알‐물크 67:6‐9)

실로 죄인들은 방황할 것이요 불태워질 것이라 고개 숙인 채 불지옥으로 

끌려가는 날 지옥의 징벌을 맛보라 하는 소리를 그들은 들을 것이니라 (수라트 

알‐까마르 54:47‐48)

그렇지 아니 하니라 그는 반드시 지옥에 던져질 것이니라 그 지옥이 무엇이지 

무엇이 그 에게 설명하여 주리요 그곳은 하나님께서 불을 붙이신 불지옥이거늘 

뜨거운 불길이 그들의 가슴을 에워싸니라 그들에게 문이 잠겨 지면 기둥들의 빗

장이 내려지니라 (수라트 알‐후마자 4‐9)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우사마 빈 자이드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부활의 날 한 사람이 끌려나와 불지옥에 던져질 것이며 그의 창자가 밖으로 튀어

나올 것입니다. 그는 마치 당나귀처럼 이정표 주위를 빙빙 돌 것입니다. 지옥의 사

람들이 그의 주변에 모여들어 말할 것입니다. ‘모 모씨,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당신

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라고 명령했고 나쁜 일은 하지 말라고 하지 안했나요?’  
그러면 그 남자가 말할 것입니다. ‘그래요. 나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을 하라고 명

령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안했고 나쁜 일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그렇게 하

어요.’”214)

214)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3267) and Muslim (no. 2989). The Wording is that

of Musl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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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지옥 사람들의 울음과 고함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들이 말하길 뜨거운 곳으로 출전하지 말라고 하 노라 말하라 지옥의 

불길은 더욱 더 뜨겁니라 그런데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 노라 그들로 하

여금 잠시 웃게 하다가 그들이 얻은 것만큼 크게 울게 하리라 (수라트 알‐
타우바 9:81‐82)

이때 저들은 그 안에서 소리를 지르며 구원을 청하노라 주여 저희를 구하여 주

소서 저희가 실천하지 안했던 선을 실천하겠나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 안에서 

숙고할 충분한 삶을 주지 아니 했더뇨 너희에게 경고자가 갔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행한 결과를 맛볼 때라 이처럼 죄인들에게는 구원자가 없노라 (수
라트 파티르 35:37)

지옥에는 번민의 소리가 그들의 몫이 될 것이며 그들은 그 밖의 다른 소리는 

듣지 못할 것이니라 (수라트 알‐안비야 21:100)

저들이 쇠사슬에 묶여 지옥의 가장 협소한 곳에 버려졌을 때 여기저기서 죽음

을 애원하노라 오늘 한번만의 멸망을 기도하지 말고 수 차례의 멸망을 애원하라 

(수라트 알‐푸르깐 25:13‐14)

그날의 죄인은 자신의 손을 깨물며 말하길 사도가 가는 길을 택했어야 했는데 

라고 말하며 후회하니라 (수라트 알‐푸르깐 25:27)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들을 그들에게 밝히시니 그들은 불지옥으로부터 

피하지 못하니라 (수라트 알‐바까라 2:167)

불지옥 사람들의 구원 요청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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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의 사람들이 천국의 사람들을 불러 물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

신 양식을 달라고 애걸하니라 그러자 천국의 사람들이 말하길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 금지되어 있다고 하더라 (수라트 알‐아으라프 7:50)

불속에 있는 자들은 지옥의 수호자들에게 말할 것이라 당신의 주님께 기도하

여 하루만이라도 징벌을 가볍게 하여 해달라고 빌어주시오 그러자 수호자들이 묻

기를 분명한 증표를 가지고 사도들이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 했더뇨 라고 하면 그

렇다고 답할 것이라 그러면 수호자들이 구원을 간청하여 보라고 말할 것이나 

불신자들의 기원은 무익할 뿐이라 (수라트 가피르 40:49‐50)

이때 그들은 호소하노라 지옥을 지키는 천사여 주님으로 하여금 징벌을 거두

어 주도록 하여 주소서 그러자 천사가 답하길 그럴 수 없노라 너희는 그곳에서 

거주할 것이라 실로 내가 그 에게 진리를 주었노라 그러나 너희 다수는 그것

을 증오하 느니라 (수라트 알‐주크루프 43:77‐78)

이때 저들이 말하길 주여 불행이 저희를 덮쳤나이다 그리고 저희가 과오를 범

했습니다 주여 그것으로부터 저희를 구하여 주소서 저희가 다시 죄를 범한다면 

실로 저희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내게 말하지 말라 (수라트 알‐무으미눈 23:106‐108)

이불행한 자들은 불지옥에 있게 될 것이매 그곳에는 그들의 한탄과 통곡밖엔

없노라 하늘과 땅이 존속하는 한 그들은 그 안에서 원히 있을 것이나 그  주님

의 뜻이 있는 자는 제외될 것이라 실로 주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로 행하시

니라 (수라트 후드 11:106‐107)

천국의 사람들이 불지옥 사람들의 재산 상속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그

대들 모두에게는 두 개의 거주지, 즉 천국의 거주지와 지옥의 거주지가 있노

라.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면 천국의 사람이 그의 거처를 상속받지요.” 다음은 이

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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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상속인들이 되어 천국을 상속받아 그 안에서 생하느니라 (수라트 알

‐무으미눈 23:10‐11)215)

불지옥에서 구제될 타우히드 사람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나스 빈 말리크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하나님 외에는 숭배 받을 권리가 아무에게도 없다는 것을 선언한 후 보리 한 알

만큼에 해당하는 착한 마음을 간직한 자는 불지옥에서 구제됩니다.  하나님 외에

는 숭배 받을 권리가 아무에게도 없다는 것을 선언한 후  한 톨 만큼에 해당하

는 착한 마음을 간직한 자는 불지옥에서 구제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숭배 받을 권

리가 아무에게도 없다는 것을 선언한 후 원자 하나 무게에 해당하는 착한 마음을 

간직한 자도 불지옥에서 구제됩니다.”216)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자베르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타우히

드 사람들의 일부는 석탄이 될 때까지 불지옥에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런 후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에게 이르게 되면 불지옥에서 나와 천국의 문들 앞

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사람들이 그들 머리위로 물을 부을 것이요 

그런 후에는 홍수에 려 쓰레기가 떠내려가듯이 씻음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217)

불지옥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가장 큰 징벌

불지옥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가장 큰 징벌은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날 그들에게는 주님을 보지 못하도록 베일이 드리워지고 불지옥에 끌려가 

불태워지니라 (수라트 알‐무따피핀 83:15‐16)

215) Authentic; narrated by Ibn Majah (no. 4341).

216)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44) and Muslim (no. 193). The Wording is that of

Muslim's.

217) Authentic; narrated by Ahmad (no. 15, 268) and Tirmizi (no. 2597). The Wording is that

of Tirmiz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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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과 지옥 사람들의 영생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가오는 그 날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말하지 못하니라 그

들 중에는 불행한 자들이 있고 행복한 자들이 있게 되니라 이 불행한 자들은불지

옥에 있게 될 것이매 그곳에는 그들의 한탄과 통곡밖엔 없노라 하늘과 땅이존속

하는 한 그들은 그 안에서 생하나 그  주님의 뜻이 있는 자는 제외될 것이라 

실로 주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로 행하시니라 그러나 축복을 받을 자들은 

천국에 있게 되며 주님의 뜻에 따라 그곳에서 기거할 것이니 이는 하늘과 땅이존

속할 때까지라 실로 그것은 끝이 없는 선물이니라 (수라트 후드 11:105‐108)

불신하는 자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곱으로 바쳐 부활의 날의 징벌로부터 면

죄 받고자 할지라도 그 어느 누구의 속죄도 수락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징벌만 있을 것이니라 그들이 지옥에서 빠져나오려 하나 그들은 그렇

지 못하리니 그들에게의 징벌은 지속될 뿐이라 (수라트 알‐마이다 5:36‐37)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이븐 우마르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천국

의 사람들은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요 불지옥의 사람들은 불지옥으로 들어가지요. 
죽음이 지옥과 천국 사이에 놓이면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지요. ‘천국의 사람들이

여, 더 이상의 죽음은 없어요. 불지옥의 사람들이여, 더 이상의 죽음은 없어요.’ 그
리하여 천국의 사람들은 그 전의 행복 외에 또 다른 행복을 누리게 되고 불지옥의 

사람들은 이전의 슬픔 외에 또 다른 슬픔을 갖게 되지요.”218)

천국과 불지옥에 들어가는 대다수 사람들

여자보다는 남자가 천국에 더 많이 들어가고 불지옥에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들어간다. 천국의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숫자에 있어 규모가 더 크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이므란이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나는 천국을 보고 그곳

에는 가난한 사람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옥을 보았더니 

218)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6548) and Muslim (no. 2850). The

Wording is that of Bukh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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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다수를 차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219)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이븐 압바스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나는 불

지옥을 보게 되었지요. 그곳에 있는 다수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는 여자들이었

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답하길, “그들은 남편들에

게 감사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베풀어진 은총에 해서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여
러분이 그녀들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는데도 여러분들에게서 다른 것을 보면서 이

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어떤 좋은 것도 결코 받지 않았어요.’”220)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이므란 빈 후사인이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천국에 거주자들은 여자들이 소수를 이루고 있지요.”221)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천
국에 들어갈 첫 번째 단체의 사람들은 그들의 얼굴에서 밤의 온달처럼 빛이 날 것

이요, 이들 다음에 들어갈 단체의 사람들은 그들의 얼굴에서 하늘에 빛나는 별들

처럼 반짝일 것이요. 각자는 두 명의 부인을 갖게 되지요. 천국에서는 홀로 사는 

남자가 아무도 없지요.”222) 

천국과 불지옥의 표면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천

국은 기피하고픈 것들로 둘러싸여 있고 지옥은 온갖 불행으로 에워싸여 있지

요.”223)

천국과 지옥은 가까이에 있음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압둘라 빈 마스우드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천국은 여러분의 구두끈보다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있으며 불지옥도 그와 마찬

219)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3241) and Muslim (no. 2737). The Wording is that

of Bukhari's.

220)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29) and Muslim (no. 907). The Wording is that of

Bukhari's.

221) Narrated by Muslim (no. 2738).

222)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3246) and Muslim (no. 2834). The Wording is that

of Muslim's.

223)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6487) and Muslim (no. 2823). The Wording is that

of Bukh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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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이지요.”224)

천국과 지옥의 분쟁 그리고 하나님의 판결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불
지옥과 천국이 분쟁에 빠지지요. 불지옥이 말하길, ‘나의 집에는 거만한 자들과 오

만불손한 자들이 많지.’ 그러자 천국이 말하길, ‘나의 집에는 약자와 겸손한 자들

이 많지.’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천국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자의 자비이니 

내가 원하는 나의 종들에게 자비를 보여줄 것이니라.’ 그리고 불지옥에게 말씀

하시길, ‘나는 징벌이니 내가 원하는 나의 종들에게 징벌을 내릴 것이니라. 그리고

천국과 불지옥 너희 둘 각자는 가득 찰 것이니라.’”225)

불지옥을 피하고 천국 추구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는 자들이여 이자를 복리로 취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 너

희가 번창할 것이니라 불지옥을 두려워하라 이것은 불신자들을 위해 준비된 것

이니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사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가 은혜를 받으리

라 (수라트 아알 이므란 3:130‐132)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나

의 공동체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나 거역한 자는 제외되지요.” 사람들이 질문

하 다. “사도님, 거역한 자란 누구인가요?”사도께서 답하시길, “나에게 복종

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나 나를 거역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를 거절한 자 

이지요.”226)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디 빈 하팀이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예언자께서 불

에 관하여 언급하신 후 고개를 옆으로 하시더니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 안식처

를 간구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종려나무 열매 반개를 가지고서라도 

224) Narrated by Bukhari (no. 6488).

225)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4850) and Muslim (no. 2846). The Wording is that

of Muslim's.

226)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7280) and Muslim (no. 1835). The Wording is that

of Bukh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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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시오. 그것도 발견하지 못한 자는 좋은 말로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227)

하나님의 광대한 자비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권자를 떠받들고 있는 천사들과 그 주위에 있는 자들은 주님의 

광을 찬미하며 주님을 믿으며 믿는 자들을 위하여 용서를 빌고 있노라 주여 당

신께서는 모든 것 위에서 자비와 예지로 포용하시는 분이시니 회개하고 당신의 

길을 따르는 자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지옥의 징벌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소

서  주여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와 아내 그리고 자식들 중 의로운 자들을 당

신께서 약속한 에덴의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소서 참으로 당신께서는 가장 

강하시고 가장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수라트 가피르 40:7‐8)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믿

는 자가 하나님께서 불지옥에 저장해 둔 징벌을 안다면 천국을 원하지 않을 것

이요 불신자가 하나님께서 천국에 저장해둔 자비를 안다면 천국을 절망하는 자

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228)

주여, 저희는 당신께 천국을 간구합니다. 천국에 가까이 가게 해주는 것은 말

과 행동입니다. 주여, 불지옥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하여 주소서. 불지옥 가까이 가

게 하는 것도 말과 행동입니다.

6). 까다르(qadar)에 대한 믿음

까다르(qadar; 운명, 숙명)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정해놓은 것과 보존된 기록서(al‐lawh 

227)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6563 ) and Muslim (no. 1016). The Wording is that

of Bukhari's.

228) Narrated by Muslim (no. 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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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mahfuz)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는 것이다. 까다르는 피조물에 한 알

라하나님의 비 로 천사나 사도나 예언자도 그 비 에 접근할 수 없다.

까다르에 대한 믿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발생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것이며 

운명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실로 나는 운명과 숙명을 두어 모든 것을 창조하 느니라 나의 명령은 한 마디

의 말로서 눈 깜박하는 사이에 이루어지느니라 (수라트 알‐까마르 54:49‐50)

까다르의 기둥

까다르에 한 믿음은 네 가지 사항을 포괄하고 있다.

1) 하나님께서 총체적인 것이든 특별한 것이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것은 창조, 운 , 생과 사를 관장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수반

한다. 말, 행동, 상황과 같은 창조주의 창조행위도 수반한다. 동물, 식물, 무생물

의 상태도 수반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분의 지식 안에 두셨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일곱 층으로 된 하늘을 두시고 땅도 그와 같이 창조하셨느니

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내려오느니라 이는 너희로 하여

금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힘을 미치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

도록 하려 함이니라 (수라트 알‐딸라끄 65:12)

2) 하나님께서 보존된 기록서에 우주, 상황, 양식 기한 등  모든 피조물의운

명과 기한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양과 방법, 기간과 장소 등을 

기록하셨으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체되지 않고 증가되지 않으며 감소되지

도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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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심을 너희는 모르느뇨 

그것은 모두 성서에 있으며 그것이 하나님께는 쉬운 일이니라 (수라트 알‐
핮즈 22:70)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압둘라 빈 아므르 빈 알아스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기 5만 년 전에 모든 피조물의 운

명을 기록하셨으며 그분의 권좌는 물위에 있지요.”229)

3) 발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에서 비롯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

면 발생하고 원하지 않으면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창조와 운

, 생명과 죽음, 의도, 언행 등 행위에 관한 것도 그와 마찬가지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창조하시고 선택하시니라 선택하는 것은 저

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께서는 저들이 비유하는 모든 것을 초월

하여 높이 계시니라 (수라트 알‐까사스 28:68)

하나님께서는 현세와 내세에서 굳게 정립된 말씀으로 믿는 자들을 지켜주시

며 죄인들은 방황케 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원하는 로 하시느

니라 (수라트 아브라함 14:27)

내가 그들에게 천사들을 보내고 또 죽은 자들이 그들에게 이야기 하고 그리

고 모든 것들을 그들 눈앞에 모아준다 하여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했던 자들을 

제외하고는 믿지 아니하 으리라 이렇듯 그들 부분은 진리에 무지할 뿐이라 

그리하여 나는 인간과 진들 중에서 각 예언자에게 역행하는 적들을 두었느니라 

그리하여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기만하며 거짓을 조성하니라 만일 그 의 주님께

서 원하셨다면 그들은 그렇지 하지 아니 했으리라 그러므로 그들이 거짓말 하는 

로 두라 (수라트 알‐안암 6:111‐112)

실로 이것은 만인을 위한 메시지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그 진리를 원하는 

229) Narrated by Muslim (no. 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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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누구든 그것을 따르도록 하라 그러나 온 누리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원하

시지 아니하시면 너희는 아무 것도 바랄 수 없노라 (수라트 알‐타크위르 

81:27‐29)

4)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모든사물

의 본성과 속성과 운동을 창조하셨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주이시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니라 

(수라트 알‐주마르 39:62)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사 너희 주님이시거늘 그분 외에는 신이 없으며 그분

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럼으로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그분께서 모든 것

을 주관하시니라 (수라트 알‐안암 6:102)

실로 나는 운명과 숙명을 두어 모든 것을 창조하 느니라 나의 명령은 한 마디

의 말로서 눈 깜박하는 사이에 이루어지느니라 (수라트 알까‐마르 54:49‐50)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창조하시고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수라트 알‐사파트 37:96)

까다르의 비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뜻을 두시고, 모든 피조물의 운명을 결정하신다.  그 

안에는 유익함과 위 한 지혜가 있다. 하나님께서 좋은 뜻을 두시는 것은 그분의 

관용과 자비의 지표다. 그분께서 복수의 뜻을 두시면 그것은 그분의 분노의 지표

다. 그분께서 온유함과 고상함에 뜻을 두시는 것은 그분의 사랑과 관용의 지표

다. 그분께서 수치와 굴욕의 뜻을 두시면 그것은 그분의 미움과 혐오의 지표

다. 그분께서 피조물의 감소에 뜻을 두시면 그것은 그분의 완벽과 능력의 지표요 

그분에게로 돌아간다는 지표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절 적 능력을 수반한다. 절 적 능력은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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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혜를 수반하고, 절 적 지혜는 절 적 선을 수반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

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하라 권능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는 당신이 원하는 자에게 통치

권을 주시고 당신의 뜻 로 통치권을 빼앗기도 하시며 또 광되게도 하고 천하

게도 하십니다 선은 당신의 손안에 있습니다 진실로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행하

실 권능을 지니셨습니다 (수라트 아알 이므란 3:26)

까다르에 대한 해석

하나님의 신성한 결정은 두 역으로 나뉜다.
첫째: 우주, 양식, 생명과 죽음, 처리와 운 , 만물의 양상을 하나님께서 결정하

시고 수행하신다. 이 결정은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행하신다.  이를 통하여 우

리는 그분의 완벽한 능력과 속성, 그분의 위 함과 권능과 모든 것은 그분의 지

식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일곱 층으로 된 하늘을 두시고 땅도 그와 같이 창조하셨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내려오느니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힘을 미치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려 함이니라 (수라트 알‐딸라끄 65:12)

둘째: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인간을 위한 것이

며 이것은 인간의 모든 행위에 달려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갖고 좋은 일을 하는 자에게 현세의 행복을 주실 

것이다. 죽음을 맞이할 때도 행복을 증가하여 주실 것이다. 무덤에서까지도 행복

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는 천국에 들어가 최상의 행복을 누릴 것이

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모든 남녀에게 나는 행복한 삶을 부여할 것이며 그들이 

실천한 선행에 하여 최상의 것으로 보상할 것이니라 (알‐나흘 1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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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분에게 불복하는 자는 일생동안 비참한 상태에 

있게 될 것이고 죽음을 맞이할 때와 무덤에 있을 때 가혹한 징벌을 피할 수 없으

며 내세에 가서는 가장 가혹한 징벌을 맛보게 될 것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알

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들은 현세에서도 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는 더욱 가혹한  징벌을 받을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 항하여 그들을 보호할 자는 아무도 없느니라 

(수라트 알‐라으드 13:34)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좋은 행위와 나쁜 행위 그리고 그분에 한 복종과 거

역에 근거하여 그에 한 운명을 결정하신다.  다수 사람들은 이 결정의 비

을 알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과 시련들이 누적되는데 이

때 사람들은 이 고난과 시련들을 피조물에 의존하여 해결하려 한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다. 오히려 더 싸여만 간다. 더 나아가서는 실망과 좌절을 하게 된

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은 너희가 원한다하여 성취되는 것이 아니며 성서의 백성들이 원한다하

여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에 따른 가를 치룰 것

이며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보호자가 되거나 후원자가 되어 주지 못하느니라 

(수라트 알‐니싸아 4:123)

이문제에 한 해결은 자신들에게 달려있다. 인간 스스로가 변경하지 않는 

한하나님께서는 조건이나 환경을 변경시키지 않으신다. 만일 인간이 불신을 

믿음으로, 불복종을 복종으로,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변경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상황을 즉시 개선하여 주신다. 만일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변경한다면 

이에 한 죄의 가로 징벌을 피할 수 없는 없게 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알

라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베푼 은혜를 자신들이 변경하지 않는 한 바꾸지 아니 

하시니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들으시고 아시는 분이시니라

(수라트 알‐안팔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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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련과 고난은 하나님에 한 거역에서 오는 결과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

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믿습이다 라고만 하면 시험을 받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느뇨 나

는 이미 이전의 사람들을 시험하 듯이 진실을 말하는 자와 거짓을 말하는 자들

을 식별할 것이니라 (수라트 알‐안카부트 29:2‐3)

때로는 그의 잘못을 체하여 등급을 오려주신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

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무슬림이 겪는 피곤함과 질환, 걱

정, 슬픔, 상처, 비애, 심지어는 가시에 찔린 아픔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매번 그것을 

통해 그의 죄를 용서해주십니다.”230)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이샤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무슬림이 

가시 하나에 찔리거나 그보다 더한 고통을 겪을 때마다 그로 인해 그의 (천국에서

의 ) 단계가 올라가며 그의 죄가 용서되노라.”231)

까다르의 형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았거나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두 가지 역이 

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았거나 인간의 의지 밖에 있는 행위와 상황과 

관련한 까다르가 있다. 큰 키나 작은 키, 잘 생긴 모습이나 그렇지 못한 모습,  삶
과 죽음 등을 비롯하여 인간이 선택할 수 없는 재앙, 시련, 질병, 재물의 감소,  생
명의 단축, 과수재배의 흉년 같은 것이 있다. 때로는 인간의 불복중에 한 결과

도 해당될 수 있고, 때로는 인간에게 닥치는 시험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지위의 

상승이나 속죄도 이에 해당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에 의해 이미 결정된 것이나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230)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5641) and Muslim (no. 2573). The Wording is that

of Bukhari’s.

231) Narrated by Mulsim (2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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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는 것들은 심판의 날 질문의 상이 되지 않고 책임도지지 않는다. 이것

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두신 까다르를 믿고 인내하며 만족하고 순응할 때만 가

능한 일이다. 이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는 모두 알고 계

신다. 그 안에는 그분의 지혜로우신 결정과 지혜와 자비와 이흐산이 있다. 다음

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상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너희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내가 그것

을 드러내기 전에 이미 기록한 것이니라 실로 그것은 하나님께는 쉬운 일이니라 

이는 너희가 얻지 못한 것에 관하여 슬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

푼 은혜에 관하여 자만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오만하고 자

만하는 자를 사랑하지 아니 하시니라 (수라트 알‐하디드 57:22‐23)

말하라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은 것들이니라 그분

께서는 우리의 보호자이지니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느니라

(수라트 알‐타우바 9:51)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알
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다흐르(al‐dahr; 세월, 시간)를 비

방하면서 나를 해치니라. 왜냐하면 내가 다흐르의 창조주이기 때문이라. 모든 것

이나의 손안에 있으니 밤과 낮의 교체도 내가 원인자이니라.’”232)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이븐 압바스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어느 날 내가 예

언자 뒤에 있었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년아, 내가 너에게 말 한

마디 가르쳐주마. 하나님을 마음에 잘 간직하렴.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보호할 

것이니라. 소년아, 내가 너에게 말 한마디 가르쳐주마. 하나님을 마음에 잘 간직

하렴. 그러면 너 앞에서 그분을 발견할 것이니라. 간구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 간

구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그분께 도움을 청하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 

너에게 유익한 어떤 것을 추구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은 것 외에는 

너에게 유익한 것을 얻지 못하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 너를 해치려 

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은 것 외에는 너를 해치지 못하니라. 기록한 펜은 

이미 올려 졌고 종이의 잉크는 이미 말라버렸느니라.”233)

232)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4826) and Muslim (no.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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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해 두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행할 수 있게 하고, 알
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성과 능력으로 선택하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 믿

음과 불신의 선택이 있고, 복종과 거역의 선택이 있고, 선행과 악행의 선택이 있

다.
이것들, 그리고 이와 유사한 것들은 인간으로 하여금 책임을 지게 한다. 인간

의 행위의 따라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가가 따른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언

자와 사도드를 보내셨고 성서들을 보내 진리와 허위를 밝히셨기 때문이다.  그
분께서는 믿음을 촉구하시면서 동시에 쿠프르(kufur: 불신)을 경고하셨다. 그분

께서는 인간에게 선택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이 걷고

자 하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인간이 선택할 길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의지에

있다.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고 그분의 왕국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

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하라 진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르 으니 원하는 자로 하여금 믿게 할 것이

요 그렇지 아니한 자 불신토록 두라 실로 나는 그 불신자들을 위하여 연기와 화

염이 에워싸는 불지옥을 준비하여 두었노라 또한 저들이 물을 구하나 납과 같은 

황동 물이 저들의 얼굴에 부어질 것이니 그들의 음료수와 거주지가 얼마

나저주스러운가 (수라트 알‐카흐프 18:29)

선을 행하는 자는 자신의 혼을 위해서 하는 것이요 악을 행하는 자는 자신의 

혼에 거역하는 것이니라 실로 주님께서는 종들에게 조금도 불공평하지 아니 하

시니라 (수라트 푸실라트 41:46)

믿는 자가 사악한 자와 같을 수 있느뇨 그 둘은 결코 같을 수 없나니 믿음을 갖

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 한 보상은 마으와 천국이 있으며 그들은 그곳에서 생

하니라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불지옥이 저들의 거주지가 되거늘 저들이 그곳으로

부터 도주하려 할 때마다 저들은 그곳으로 되돌려지면서 불지옥의 벌을 맛보니라 

그리고 이런 말을 들을 것이라 이는 너희가 불신한 것에 한 가이니라 (수라트 

알‐싸즈다 32:18‐20)

233) Authentic; narrated by Ahmad (no. 2669) and Tirmizi (no. 2516). The Wording is that of

Tirmiz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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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이것은 만인을 위한 메시지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그 진리를 원하

는 자는 누구든 그것을 따르도록 하라 그러나 온 누리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시면 너희는 아무 것도 바랄 수 없노라 (수라트 알‐타크위르 

81:27‐29)

운명으로써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경우

1) 첫 번째 역에서 언급했던 시련과 관련된 까다르에서는 예외가 허용된다.
병에 걸린다거나 손실을 본다거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시련을 겪게 된다면 알

라하나님의 까다르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

하면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일거야. 그분의 뜻에 따라 행하신 것일 거야.” 그
런 다음에는 인내해야 한다. 하나님의 보상을 받으려면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

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과 기아로 그리고 재물을 축내고 생명을 잃게 하여 그

리고 과실 수확을 축내어 너희들을 시험할 것이니라 그러나 인내하는 자들에

게는 좋은 소식을 주실 있을 것이니라 재앙이 있을 때 오 주여 저희는 하나님

으로부터 와서 당신에게로 돌아가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자 있나니 그들에게

는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어 그들은 바른 길로 인도 될 것이니라 (수라트 알‐
바까라 2:155‐157)

2) 하나님에 한 불신과 관련한 까다르에서는 변명이 허용되지 않는다.그러

므로 의무사항을 저버리고 금기사항을 행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복종할 것

을 명령하셨고 불복종의 행위를 금지하셨기 때문이다. 행하라고 명령하셨지 전

적으로 까다르에만 매달리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만일 까다르가 어느 누구를 위한 변명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언자와 사도

들에게 거역한 노아의 백성이나 아드의 백성이나 사무드의 백성이나 다른 민족

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더 나아가 죄인들에게 형벌을 가하라는 명령

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에 한 불신자들을 위해 까다르를 변명의 구실로 삼는 자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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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들에 한 비방과 징벌의 필요성을 거두어주는 것이 된다. 그들이 그를 공격

한다 해도 그는 전혀 어느 누구도 비난하거나 처벌할 수 없을 것이다. 자신에게 좋

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구별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거짓말에 근거한

거짓말일 뿐이다. 정신적인 어리석음이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좋은 것을 바라

실 때 그분께서는 그에게 종교에 한 정확한 지식을 갖도록 하여 주신다. 다음

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신교인들이 말하길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비유하는 사

신들을 두지 아니 했을 것이며 우리의 선조들도 그러했을 것이며 또한 우리 스

스로 어떤 것을 금지하지도 아니 했을 것이라고 하더라 이렇듯 거짓말을 하매 

그들의 선조들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느니라 말하라 너희가 확실히 

알고 있다면 우리에게 보이라 너희는 다만 억측을 따를 뿐이며 너희가 하는 것

은 거짓에 불과하니라  (수라트 알‐안암 6:148)

목적 수행의 규범

모든 종교는 지혜와 규범, 정의와 미덕, 까다(al‐qada: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은 숙명)와 까다르(al‐qadar: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발생할 운명), 지식과 수행을 

담고 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에게 좋은 것 혹은 나쁜 것을 내리는 것은 어떤 

목적과 결부되어 있다. 좋은 것은 믿음과 복종의 목적이 있고 나쁜 것은 불신과 

거역의 목적이 있다.

각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해 놓은 뜻에 따라 행동하고 그분께서 부여

해 주신 것으로 선택의 수단으로 행동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기록해 두

신 것 그리고 그분께서 결정하실 인간의 행복이나 불행은 그분께서 주신 인간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해야 할 것이 있

고 불지옥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것이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실로 이 꾸란은 하나의 교훈이므로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님에게로 이르는 

이 길을 택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없

노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현명한 분이시니라 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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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서는 그분이 원하는 자를 그분의 자비 속에 들게 하시나 사악한 자들에게는 고

통스러운 징벌을 준비하셨느니라 (수라트 알‐인싼 76:29‐31)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유산상속에 관한 법이거늘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

께 복종하는 자는 누구든지 밑으로 강물이 흐르는 천국에 들어가 그곳에서 생

하며 광을 만끽할 것이니라 그러나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께 순종하지 아니하

고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자는 누구든지 지옥에 들어가 그곳에서 기거하며 고

통스러운 운명을 맞게 되니라 (수라트 알‐니싸아 4:13‐14)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알리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천국 또는 

지옥에 가지 않을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에 질문이 있었다. “사도님, 그렇

다면 왜 우리는 좋은 일을 해야만 합니까? 우리의 운명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

까?” 사도께서 말씀하시길, “절  안 되지요. 반드시 좋은 일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는 창조된 원인과 부합하게 행동할 때 평이함을 느끼도록 되었노

라.” 그리고 꾸란을 암송하셨다.

자선을 베풀고 두려워하는 자와 진리를 증언하는 자에게는 내가 천국으로 가

는 길을 평탄하게 하여 줄 것이요 그러나 인색하고 스스로 자족하는 자로 생각하

면서  진리를 거역하는 자에게는 내가 지옥으로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여 줄 것이

라 (수라트 알‐라일 92:5‐10)234)

까다르를 물리치는 규범

다음 상황에서 까다르로 까다르를 물리치는 것은 합법적이다.

1) 까다르의 원인에 억매여 있는데 다른 원인이 발생하여 서로 직면하게 될 때

까다르를 물리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싸워서 적을 물리치거나 차가운 것으로 뜨

거운 것을 물리치는 것 등이다.

2) 이미 발생한 까다르 그리고 다른 까다르와 함께 지속되고 있으나 제거할 수

234)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4945) and Muslim (no. 2647). The Wording is that

of Musl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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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까다르로 물리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질병의 까다르는 치료의 까다르로 물리

치고 죄의 까다르는 회개의 까다르로 물리칠 수 있으며 악의 까다르는 선의 까

다르로 물리치는 것 등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선행과 악행이 같을 수 없노라 그러므로 더 좋은 선행으로 악을 물리치라 그리

하면 그 의 적도 가까운 친구가 될 것이니라 인내하며 스스로 자제하는 자만이 

훌륭한 처신을 할 수 있으며 착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이룰 수 있는 있느니라 (수
라트 푸실라트 41:34‐35)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을 위한 총체적인 것

인간의 선행과 악행의 기원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비롯된다는 것 그리고 그

분의 창조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

조하셨기 때문이다. 이중에는 인간의 창조고 있고 인간의 행위가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분을 기쁘게 하는 지표는 아니다. 예를 들어 불신, 불복종, 수치 

등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조된 것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사랑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불쾌하게 보신다. 그분께서는 그러한 것을 행

하라고 인간에게 명령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들을 경멸하시고 그러한 행위를 

금지하신다.

그것이 꺼려지고 혐오스러운 것이라 해도 그것이 피조물 모두를 아우르는 하나님

의 뜻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그분의 

지혜가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실로 이것은 만인을 위한 메시지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그 진리를 원

하는 자는 누구든 그것을 따르도록 하라 그러나 온 누리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서 원하시지 아니하시면 너희는 아무 것도 바랄 수 없느니라 (수라트 알‐
타크위르 81: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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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르에 만족하는 지혜

까다르에 만족하는 것은 세 역으로 분류된다.

1) 복종함으로서의 만족. 이것은 의무사항이다.

2) 시련으로서의 만족. 이것은 권장하상이다.

3) 불신, 간음, 거역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며 그것들을 경멸하고 증오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지 않는 것들이 있고 만족해하시는 것들이 있다. 비록 그

분께서 그것들을 창조하셨지만 그분께서는 그것들을 사랑하지 아니 하신다.  그
래서 그분께서는 그것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로 돌린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

한 것들에 해 만족해 하지만 비난의 상이 되는 행위와 행위자는 사랑하지도 

만족해하지도 않는다.

어떤 측면에서는 사랑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경멸해야 할 

것들이 있다. 기분 나쁜 병은 사랑받지 못하지만 사랑받을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도 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그분만으로 만족해야 한다. 그분께서 사랑하

고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행하여야 한다. 발생하는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모든 

것에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결정해 주신 모든 것에 해 만족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지 않았다.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께서 만족해야 된다고 명령하

신 것들에 해서는 만족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다. 역시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

의 사도께서 싫어하라고 명령하신 것에 해서는 싫어해야 한다. 다음은 이와 관

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한 너희 중에 사도가 함께 하고 있음을 알 것이라 만일 사도가 너희의 뜻에 

따라 부분의 일들을 처리하 다면 실로 너희는 곤경에 빠졌으리라 그러나 하나

님께서는 너희로 하여금 믿음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을 더 아름답게 

하사 너희로 하여금 불신과 죄악과 거역함을 혐오하도록 하셨느니라 이러한 자들

이야말로 옳은 길을 걷는 자들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통하여 이루

어지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지혜로운 

분이시니라 (수라트 알‐후즈라트 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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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신명과 두 천사

첫째: 주님과 연관이 있고 그분으로부터 기인한다. 이로부터 인간은 그것에 

만족한다. 하나님의 신명은 정의요 선이며, 지혜와 자비다.

둘째: 인간과 연관이 있고 인간으로부터 기인한다. 그것에 만족하는 어떤 것들

이 있고 만족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만족하는 것으로는 믿음과 복종 같은 것이

고만족하지 않는 것으로는 불신과 거역 같은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기뻐

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며 행하라고 명령도 하지 않으신다. 다음은 이와 관련

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창조하시고 선택하시니라 선택하는 것은 저

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께서는 저들이 비유하는 모든 것을 초월

하여 높이 계시니라 (수라트 알‐까사스 28:68)

너희가 하나님을 불신한다 하더라도 그분께서는 너희를 필요로 하지 아니 

하시노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종들이 불신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니라 너희

가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기뻐하시노라 짐을 진자가 타인의 짐을 

신할 수 없으며 최후에 너희가 돌아갈 곳은 주님이시라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

희가 행했던 모든 사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니라 실로 그분께서는인간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니라 (수라트 알‐주마르 37:7)

하나님께서 너희를 창조하시고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느니

라 (수라트 알‐사파트 37:96)

인간의 행위도 창조된 것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의 행위도 역시 창조하셨다. 그분께서

는 이미 알고 계시고, 뜻을 두셨고, 행위가 있기 전에 이미 기록을 하셨다.

인간이 선을 행하거나 혹은 나쁜 짓을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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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미 그 행위를 두셨고, 이미 기록하여 두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

이다. 하나님에게는 완벽한 지식이 있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늘과 땅

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가장 미세한 핵 하나의 무게까지도 모르는 것이 

없다. 거역은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지만 이것은 인간의 선택 사항이다. 하나님께

서는 거역을 사랑하지 않으시고 거역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신다. 거역을 증오하고 

경멸하시며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수라트 

알‐사파트 37:96)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선을 실천하라 하셨고 친척에게 자선을 베풀라 하셨느

니라 그리고 추한 언행과 사악함과 배반함을 금지하여 너희에게 교훈이 되도록 

하셨느니라 (수라트 알‐나흘 16:90)

그 가 어떤 일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나 꾸란을 낭송하는 것이나 너희가 하는 

어떤 일에도 하나님께서 모두 입회하시니라 천지의 티끌 하나도 주님으로부터 회

피 할 수 없으니 그것보다 작은 것도 큰 것도 모두가 성서에 기록되어 있느니

라 (수라트 유누스 10:61)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압둘라 이븐 마스우드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진실하

신 분 사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인간의 창조는 40일 동안 어머니의 자

궁에 정액 한 방울이 함께 하면서 시작되지요. 그런 후 그것은 들어붙는 액체 같

은 것이 되지요. 그런 다음에는 살 세포가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한 천사를 

보내 그것에 생명을 불어넣고 그 천사로 하여금 4가지 사항을 기록하도록 하지

요.  그 인간을 위한 양식, 현세에서의 삶의 기간, 행위, 그리고 행복과 불행에 관

한 네 가지를 기록하도록 하십니다. 

한 분밖에 없는 신에게 맹세하지요. 여러분 중에는 천국 사람들의 행위를 하

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천국과 그 인간 사이는 단지 팔꿈치에서 가운데손가락 

끝까지 정도의 거리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에 앞서 기록하는 자가 오면 지옥

의 



290  꾸란과 정통 하디스에 근거한  이슬람 지식

거주자 행위를 하고 그곳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옥 사람들의 행

위를 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옥과 그 인간 사이는 단지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정도의 거리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에 앞서 기록하는 자가 오

면 천국의 거주자 행위를 하고 그곳으로 들어갈 것입니다.”235) 

 정의와 사랑

하나님의 행위는 정의와 사랑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

에게 불공평한 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분께서는 정의보다 사랑을 

더 좋아하신다. 복수보다 관용을 더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정의로 인

간을 하시거나 사랑으로 인간을 하신다. 죄 지은 자에게는 정의를 적용하신

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악함에 한 가는 그에 상응하는 징벌이 있느니라 (수라트 

알‐슈라 42:40)

그러나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축복과 사랑을 적용하신다. 다음은 이와 관련

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선을 실천한 자에게는 열배의 보상이 있으며 악을 범한 자에게는 그와 같

은 가를 치르게 하나니 어느 누구도 부정한 우를 받지 않느니라 (수라트 

알‐안암 6:160)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해석

하나님의 명령은 두 역이 있는데 하나는 만물에 관한 전반적인 명령이고 

다른 하나는 법률적인 명령이다. 만물에 관한 전반적인 명령은 다음의 세 가지

로 분류된다.

235)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3208) and Muslim (no. 2643). The Wording is that

of Musl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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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창조와 존재의 명령이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여 모든 피조물

의 창조에 해당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주이시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니라 

(수라트 알‐주마르 39:62)

둘째:  속성을 위한 명령이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여 모든 피조물

의 속성에 해당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실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운행을 유지시키고 계시니라 그렇지 않다면 그

것들은 이미 궤도에서 벗어났을 것이라 만일 그것들이 위치를 벗어난다면 아무

도 하나님처럼 그것들을 붙잡아 둘 수 없느니라 실로 그분께서는 가장 자비로우

시고 가장 너그러운 분이시니라 (수라트 파티르 35:41)

또 다른 증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늘과 땅이 견고하게 서 

있고 그분께서 땅에 있는 너희를 부르실 때 너희는 불려나오는 것이니라 (수라트 

알‐로움 30:25)

셋째: 수행과 계획의 명령이다. 유익하게 하고 해가 되게 하며, 움직임과 정

지,  삶과 죽음과 같은 것에 한 수행과 명령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하라 권능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는 당신이 원하는 자에게 통치

권을 주시고 당신의 뜻 로 통치권을 빼앗기도 하시며 또 광되게도 하고 천

하게도 하십니다 선은 당신의 손안에 있습니다 진실로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행하실 권능을 지니셨습니다 당신은 밤을 낮으로 하고 낮을 밤으로 하시며 죽은 

자를 소생시키고 산 자를 죽게 하시나이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자에게 

무한정한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수라트 아알 이므란 3:26‐27)

말하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나 자신을 유익하게 하고 나를 해칠 

수 있는 권능이 내게 있지 아니 하노라 만약 보이지 아니한 것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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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권능이 내게 있었다면 나는 더 많은 복을 받았을 것이며 내게는 어떠한 불

행도 없게 하 을 것이라 나는 단지 한 사람의 경고자요 믿는 자들을 위한 복음의 

전달자에 불과하노라 (수라트 알‐아으라프 7:188)

생명을 주사 앗아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그분께서 어떤 것을 원하실 때 

있어라 하시며 그러면 그것이 있게 되느니라 (수라트 가피르 40:68)

법률적 명령은 다섯 하위 범주로 분류된다. 타우히드과 믿음, 숭배의 행위, 상
호관계, 사회관계, 그리고 예절이 그것이다. 이것들은 전적으로 인간 및 진(jinn)
과 직접 관계된 것이다. 이 다섯 가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보내신 진실의 종교와 성서들을 담고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보

내주신 가장 위 한 축복이다.

하나님의 명칭과 속성, 그분의 행위, 그리고 만물에 한 그분의 명령과 법률

적 명령에 한 인간의 확신과 신념의 정도에 따라 인간은 하나님에 한 사랑

과 존경과 겸손으로 하나님의 법률적 명령 수행을 위한 희망과 열망을 갖게 된

다. 가장 행복하고 위 한 인간은 주님에 한 지식을 충분히 갖고 있었던  예언

자들과 이분들의 뒤를 따른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법률적 명령을 수행하면서 우

리는 안전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현세에 살고 있는 우

리를 위해 하늘과 땅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요 내세에서는 천국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해 너희의 종교를 완성했고 나의 은혜가 너희에게 충만하

게 하 으며 이슬람을 너희의 종교로 만족케 하 느니라 (수라트 알‐마이다 5:3)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불의와 혼합하지 아니한 자들만이 평온을 얻고  바른 

길로 안내받느니라 (수라트 알‐안암 6:82)

그 고을의 백성들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공경하 다면 나는 그들을 위

해 하늘과 땅으로부터 축복을 열어 주었으리라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거역했

으니 나는 그들이 얻은 것에 한 가로 그들을 벌하 느니라 (수라트 알‐
아으라프 7:96)



11. 믿음(iman)의 기둥들    293

그러나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은 가장 높은 천국을 살 곳으로 가지게 될 

것이라 그들은 그 안에서 생할 것이라 그리고 그들은 아무런 변화도 바라지 않

을 것이라 (수라트 알‐카흐프 18:107‐108)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은 두 역이 있다. 
  첫째: 하나님의 법률적 명령이다. 이것은 인간과 연관된 것이다. 하나님께

서 허용하신다면 인간은 이 법률적 명령에 항할 수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노라 그러니 주님 외에는 아무 것도 경배하지 말며 부

모에게 효도하라 (수라트 알‐이스라 17:23)

둘째: 발생하는 우주적 명령이 있다. 이것은 반듯이 발생하는 것으로 어떤 인

간도 이에 항할 수 없으며 거역할 수도 없다. 여기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1) 이것은 주님의 신성한 직접적인 명령에 따라 일어나는 것들이다. 그러므

로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반드시 발생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

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에 뜻을 두시고 있어라 명령하시면 그것이 반듯이 있게 

되느니라 (수라트 야씬 36:82)

2) 신성한 우주적 명령이 있다. 이것들은 우주의 운행질서로 하나님의 허락

에 따라 원인과 결과가 상호작용한다. 각각의 우주적 원인은 결과를 갖는다. 다
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베푼 은혜를 자신들이 변경하지 않는 한 바꾸지 

아니 하시니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들으시고 아시는 분이시니라 (수라

트 알‐안팔 8:53)

내가 한 고을을 멸망코자 했을 때 안이한 사치생활을 해왔던 자들에게 먼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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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설명하 노라 그러나 저들은 그것을 거역하 노라 그리하여 저들에 한 징

벌이 정당화 되어 나는 저들을 멸망케 하 느니라 (수라트 알‐이스라 17:16)

하나님께서 안전하고 평온했던 한 고을을 비유하사 사방에서 그곳으로 일용

할 양식이 들어와 풍요를 누리도록 하 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불신하니 

하나님께서는 불신한 죄의 가로 그들로 하여금 기아와 공포를 맛보게 하시었

느니라 (수라트 알‐나흘 16:112)

이블리스와 그의 추종자들이 일부 인간들을 파멸도 유인하기 위해 이 우주

의 운행질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한 법

을 두셨다. 이로 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관용을 빌고 회개를 통하여 그러한 파괴

로부터 구제받도록 하신 것이다.
간구는 오직 우주 만물의 운행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만 해야 한다. 그분만

이 그분께서 원하시면 어느 때라도 만물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고 변형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예언자 아브라함이 화염에 놓여 있

을때 그를 태울 수 있는 불의 기능을 하나님께서 마비시켜 그를 안전하게 구제

한 사건 같은 것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자 저들이 말하길 승리하려면 아브라함을 불태워 버리고 신들을 보호하

라고 하노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불아 식어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안

전하게 하라 이렇듯 저들이 그에게 음모를 꾸몄으나 나는 저들을 패배자로 만

들었느니라 (수라트 알‐안비야 21:68‐70)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에 대한 해석

선한 행위는 두 역이 있다.
첫째: 선한 행위의 동기는 믿음과 실천이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에 

한 복종의 행위다.

둘째: 선한 행위의 동기는 인간을 위한 신성한 축복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 건강, 명예 같은 것이 있다.



11. 믿음(iman)의 기둥들    295

나쁜 행위 역시 두 역이 있다.
첫째: 나쁜 행위의 원인은 쉬르크와 하나님에 한 불복종이다. 이것은 인간에게

서 비롯되는 쉬르크와 범죄 같은데서 온다.

둘째: 나쁜 행위의 동기는 시련 혹은 복수로 질병이나 재물의 손실, 공포, 기아,  
패배 같은데서 올 수도 있다.

복종에 따른 좋은 행위는 어떤 개인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부터 오는 것이다. 그분께서 인간을 위해 이 원칙을 두시고 가르치며 그렇게 행하

도록 명령을 내리셨다. 그렇게 하도록 도우시고 그에 한 보상을 준비하여 두시

었다.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에 한 불복종으로 인한 나쁜 행위는, 만일 인간이 자

신의 의지로 이 길을 선택하거나 그렇게 하고 싶거나 복종보다는 불복종에 기울

인다면 이것은 오로지 인간, 즉 행위자에게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그렇게 하라는 법을 두지 않으셨고 그

렇게 하라는 명령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것을 금하시고 그것에 

한 징벌을 경고하셨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에게 오는 행운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나 너희에게 오는 불행

은 너희 자신들로부터 비롯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를 모든 인류를 위한 

사도로 보냈으니 증인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니라 (수라트 알‐니싸아 4:79)

재물이나 자손, 승리나 명예와 같은 축복에서 오는 좋은 행위, 그리고 재물의 

손실, 원한, 생명, 양식, 패배에서 올 수 있는 나쁜 행위 이 두 가지는 모두가 하나

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험과 원한은 인간을 시험하여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

이다. 

너희가 어디에 있던 죽음은 너희를 뒤따르매 비록 튼튼하고 높은 요새 안에 

있더라도 마찬가지라 어떤 행운이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요 라

고 말하고 어떤 불운이 있을 때면 이것은 그  무함마드 때문이라 말하거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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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가로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니라 그 어떤 말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은 어떻게 된 것이요 (수라트 알‐니싸아 4:78)

나쁜 행위로 인한 징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

믿는 자가 나쁜 짓을 했을 경우 다음 사항을 수행함으로서 징벌을 피할 수 

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분께서 그를 용서하신다. 하나님께 관용을 간구하면 

그분께서 관용을 베푸신다. 좋은 일로 나쁜 일을 제거할 수 있다. 믿는 형제들이 

그를 위해 하나님께 용서를 빈다. 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일을 하여 그

가 하나님의 보상을 받도록 착한 마음을 가진다. 현세에서 그로 하여금 시련을 

겪게 하여 그의 죄가 속죄될 수 있게 한다. 바르자크 단계에서 그로 하여금 시련

을 겪게 하여 그의 죄가 속죄되게 할 수도 있다. 심판의 날 그로 하여금 시련을 

겪게 하여 그의 죄가 속죄되게 할 수도 있다. 예언자 무함마드의 중재를 통하여 

그의 죄가 속죄되게 할 수도 있다. 하나님의 자비를 통하여 그의 죄가 속죄되게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는 분이시고 자비를 베푸는 분이시

기 때문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는 회개하고 믿으며 선을 실천하면서 계속하여 이 길을 따르는 자를 모두 용

서 할 것이니라 (수라트 따하 20:82)

복종과 불복종을 두신 뜻

하나님께서는 복종과 불복종의 행위를 두셨다. 복종의 행위를 두신 것은 그

렇게 하는 자를 사랑하기 위해서이고 불복종의 행위를 두신 것은 그렇게 하는 

자를 싫어하기 위해서이다. 그분께서는 인간에게 복종할 것을 명령하셨고 불복종

의 행위는 금지하셨으며 만일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지은 죄와 불복종의 행위를 

회개하라고 명령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래서 인간은 때로는 주님께 

복종하고 때로는 불복종한다. 복종의 행위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찬의 원인이

되고 기복을 추구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불복종의 행위는 주님 앞에서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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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패배의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인간에 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 그리고 

명령하시고 법을 제정하신 분을 찬양하고 찬미해야 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알

라하나님의 말씀이다.

실로 나는 혼합된 한 방울의 정액으로써 인간을 창조하여 시험코자 하 으며 

그리하여 나는 인간이 듣고 볼 수 있도록 하 노라 나는 길을 제시하여 주었노라 

그러나 그것에 감사하고 불신하는 것은 인간의 선택이라 나는 불신자들을 위하여 

쇠사슬과 멍에와 타오르는 불지옥을 준비하 으며 의로운 자들을 위해서는 그들

이마실 카푸르가 혼합된 술과 마실 잔을 준비하 노라 (수라트 알‐인싼 76:2‐5)

복종과 불복종에 대한 해석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은 그분의 타우히드와 그분에 한 믿음, 그분께서 

제정한 법을 통한 그분에 한 복종과 숭배에 있다. 복종은 유익함과 아름다운 

예절을 가져온다. 그러나 불복종은 해악과 불손함을 초래한다.
  태양, 달, 유성, 동물, 땅과 바다 등 우주와 자연이 주님께 복종하고 있다. 그 

결과 그로 인하여 오는 유익함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헤아릴 수가 없다. 예언

자들, 이슬람으로 초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학자들은 하나님께 복종하 다. 그 

결과 그로 인하여 오는 유익함 역시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헤아릴 수가 없다. 그
러나 주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오만과 거만을 피웠던 이블리스와추종자들이 

초래한 해악과 부패의 정도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엄청난 것이었

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주님께 복종한다면 그분께서는 아무도 헤아릴 수 없

는 엄청난 좋은 것과 유익한 것을 인간에게 주신다. 한편 주님께 복종하기를 거부

한다면 그로 인하여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죄와 해악이 초래될 것이

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는 자들이란 하나님을 염원할 때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는 자이며 하나님

의 계시가 그들에게 낭송될 때 그들의 믿음이 더하여지고 주님께 의탁하는 자들

이니라 또한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한 양식으로 자선

을 베푸는 자들이니라 그들은 진실한 신자들로 그들에게는 주님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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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와 관용과 풍성한 양식이 주어지니라 (수라트 알‐안팔 8:2‐4)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유산상속에 관한 법이거늘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

께 복종하는 자는 누구든지 밑으로 강물이 흐르는 천국에 들어가 그곳에서 생

하며 광을 만끽할 것이니라 그러나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께 순종하지 아니하

고 그분의 법을 거역하는 자는 누구든지 지옥에 들어가 그곳에서 기거하며 고통

스러운 운명을 맞게 되니라 (수라트 알‐니싸아 4:13‐14)

복종과 불복종의 결과

하나님께서는 복종과 좋은 일은 사랑을 받게 하고 달콤한 결과의 열매를 맺

도록 하셨다. 복종의 맛은 불복종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맛을 초월한 기

쁨과 환희를 담고 있다. 그래서 복종의 모든 행위 다음에는 곧바로 평안과 안내와 

안전과 기쁨이 뒤따른다.

하나님께서는 불복종의 행위와 나쁜 일은 혐오스러운 결과를 초래하도록 하

게 하신다. 낙담과 후회가 뒤따르고, 긴장과 불안이 함께 하고, 우울함과 손실을 

초래한다. 이러한 후회와 슬픔이 날로 증가해 간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

의 말씀이다. 

나의 복음을 따르는 자는 방황하지 아니하고 불행하지 않을 것이니라 그러나 

나의 경고로부터 등을 돌리는 자는 누구나 궁핍할 것이며 부활의 날 나는 그를 장

님으로 만들어 부활하게 할 것이니라 그때 불신자가 말하길 주여 왜 저를 장님

으로 부르셨나이까 저는 시력이 있었나이다 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에게 나의 증표들을 보냈으나 너는 그것을 무시했으니 오늘은 네가 무시

당하리라 (수라트 따하 20:123‐126)

죄를 짓지 아니하면 인간은 절 로 혐오스러운 상황에 이르지 않는다. 하나

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독약이 몸을 해치는 것처럼 죄

는 마음을 해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에게 재앙과 불행이 닥치는 것은 너희 손들이 저지른 결과라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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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용서하느니라 (수라트 알‐슈라 42:30)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아름답고 좋은 본성(fitrah)으로 창조하셨다.  그런

데 이러한 본성이 죄와 불복종으로 오염된다면 인간의 아름다움과 좋은 것은 제

거 된다. 그러나 이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다시 좋은 것과 아름다움

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완벽한 천성으로 천국에 들어가 예언자와 사도들과 합류

할 것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누구든 하나님과 사도에게 복종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예언자들

과 성인들과 순교자들과 정직한 사람들의 열에 설 것이니라 그리하여 그들은 

훌륭한 그들의 동반자가 될 것이니라 이러한 은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나니 하나

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시니라 (수라트 알‐니싸아 4:69‐70)

하나님의 사역들은 모두가 절 적 지혜요 절 적 자비이며 정의요 선이다. 그
분께서는 그러한 지혜와 자비로 그분이 원하는 자를 인도하시고 그러한 정의와 

지혜로 그분께서 원하는 자를 방황하게 만드신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오 가장 현명한 분이시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메시지와 안내, 징벌과 형벌

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늘과 땅의 왕국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너희는 알지 않느뇨 하나님께서

는 당신이 원하는 자에게 벌을 내리시고 당신이 원하는 자에게 관용을 베푸시나

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이루시는 권능을 가지셨느니라 (수라트 알‐마이다 

5:40)

안내와 방황에 대한 해석

창조와 명령은 하나님의 권리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로 행하시고, 원하시는 

로 통치하신다. 그분께서 원하는 자를 안내하시고 그분께서 원하는 자를 방황

케 하신다. 우주의 왕국과 창조는 그분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행하시는 것

은 절  질문을 받지 않으나 피조물이 행한 것은 모두 질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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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비로 타우히드, 선에 한 사랑, 악에 한 증오에 바

탕을 두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사도들을 보내고, 그들을 통해 성서들을 보

내고, 길을 밝혀주셨다. 그리고 질병에 한 치료약을 주셨다. 안내받을 수 있는 

수단을 주셨고,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과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통해 

복종하는 수단을 주셨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백성 중에서 무학자인 무함마드를 무지한 자들에게 사도

로 보내시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하고 그들을 정화하여 성서와 지

혜를 가르치도록 하셨느니라 실로 그들은 분명히 방황하고 있었느니라 

(수라트 알‐주므아 62:2)

그러므로 누구든 하나님의 안내를 받고 싶은 바람이 있다면 그것을 찾고,  수
단을 통하여 그것을 붙잡고, 성취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는 그를 안내하고 성취하도록 하여주시며 목적을 완성하도록 도와주신다.  이모

든 것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자비와 선과 은총에서 오는 것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나는 나의 길에서 노력하는 자들을 틀림없이 나의 길로 안내하느니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니라 (수라트 알‐안카부트 

29:69)

그와는 반 로 방황을 선호하는 자는 그것의 수단을 붙잡고 매달린다. 하나님

께서는 그가 바라는 것으로 안내할 것이다. 그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어떤 수단

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에서 오는 것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복음이 사도께 분명히 밝혀졌는데도 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믿

는 자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따르는 자가 있나니 나는 그들이 선택한 길로 가도

록 두어 지옥에 이르게 할 것이니 그곳은 사악한 자의 목적지이니라 (수라트 알‐
니싸아 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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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르에 대한 믿음의 열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두신 것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발생할 좋은 것과 나

쁜 것에 한 믿음은 평화와 평안과 행복의 원천이다. 믿는 자는 모든 것이 하나

님께서 정해두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성취한 뒤에도 놀라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싫어하는 것을 경험해도 불안해하거나 슬퍼하지 않

는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것이어서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상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너희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내가 그것을 

드러내기 전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이니라 실로 그것은 하나님께 쉬운 일이니

라  이는 너희가 얻지 못한 것에 관하여 슬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푼 은혜에 관하여 자만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만하고 자

만하는 자를 사랑하지 아니 하시니라 (수라트 알‐하디드 57:22‐23)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수하이브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믿는 자

에게는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요! 믿는 자의 모든 것이 좋을 뿐이지요. 이것은 

오로지 믿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요. 기쁜 일이 올 때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요. 이것은 그에게 좋은 것이지요. 역경과 시련이 있을 때는 참고 인내하지요.  이
것은 믿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이지요.”236)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싸으드 빈 아비 와까스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

다. “나는 믿는 자에게 놀랐지요. 그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찬양

하고 감사해 하고 나쁜 일에 처하게 되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인내하지요. 믿는 

자는 그가 하는 일마다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아내의 입에 넣어주는 한 수푼의 

음식이라도 그에 한 보상을 받지요.”237)

하나님의 은총 덕분에 우리는 믿음의 여섯 가지 핵심을 알아보았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한 믿음, 천사들에 한 믿음, 성서들에 한 믿음, 사도들에 

한 믿음, 마지막 날에 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이미 정해진 것과 앞으로 

일어날 좋은 일과 나쁜 일, 즉 까다르에 한 믿음이다. 하나마다의 기둥은 믿는 

자에게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236) Narrated by Muslim (no. 2999).

237) Good; narrated by Ahmad (no. 1492) and abdul-Razzaq (no. 20310). The wording is that

of Ahm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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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의 여섯 기둥이 주는 열매

1) 하나님에 한 믿음

하나님에 한 믿음은 그분의 타우히드, 그분에게로의 지향, 그분에게의

의지, 그분 이외의 다른 것에 한 무관심이라는 열매를 맺게 한다. 그분에 한 

사랑과 그분에 한 존경과 그분에 한 감사를 증가시켜 준다. 그분에 한 숭배, 
그분에 한 복종, 그분에 한 두려움을 더하여 준다.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고 그

분께서 금기한 것을 피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준다.

2)천사들에 한 믿음

이것은 천사들에 한 사랑을 더하여 주고 그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며 하나님에 한 그들의 복종을 교훈으로 삼게 하여 준다.
3‐4) 성서들과 사도들에 한 믿음

이것은 하나님에 한 돈독한 믿음과 그분에 한 사랑을 더하여 준다. 
그분에 한 감사와 그분이 제정한 법에 한 지식을 더하여 주고 그분께서 사랑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분께서 경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준다. 내세

의 상황에 한 지식을 얻도록 하여주고, 하나님의 사도들을 사랑하게 하고 그

들에게 복종하게 하며 그들의 마음과 말씀과 행위와 예절을 따르도록 하여 준다.

5) 마지막 날에 한 믿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위 함 그리고 그분의 주권과 통치권을

알게 하여 준다. 복종하고 선을 실천하도록 하여 주는 동시에 불복종의 행위를 피

하고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여 준다. 또한 부활의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하여 

준다.

6) 까다르에 한 믿음

이것은 마음과 혼을 편안하게 하여 주고 위안이 되게 하며 가장 위 하시고

가장 자비로우신 분의 명령에 만족하도록 하여 준다.
이 여섯 가지 믿음이 무슬림의 생활에 확고부동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에게 축복을 내려 현세의 삶이 아름답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불지옥으로

부터 구제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쉬어질 것이다. 이것은 매사에 하나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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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의 사도에게 복종할 때만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

의 말씀이다.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모든 남녀에게 나는 행복한 삶을 부여할 것이니라 그리

고 그들이 실천한 선행에 하여 최상의 것으로 보상할 것이니라 (수라트 알‐나흘 

16:97)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유산상속에 관한 법이거늘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

께 복종하는 자는 누구든지 밑으로 강물이 흐르는 천국에 들어가 그곳에서 생

하며 광을 만끽할 것이니라 (수라트 알‐니싸아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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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흐싼(Ihsan)

이흐싼

이흐싼(ihasan)이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분을 숭배하

고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분을 숭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흐싼은 완벽한 숭배의 단계다.  그래서 이흐싼은 완벽한 믿음,  타끄와

(taqwa: 경의심), 확신, 진실, 하나님 가까이서 얻는 달콤함, 마음의 침착, 훌륭한 

언행, 도덕 완벽한 사랑, 경의, 하나님에 한 겸허함을 모두 담고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악을 멀리하고 선을 실천하는 자들과 함께하시니라 

(수라트 알‐나흘 16:128)

가장 강하시고 가장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의지하라 그분께서는 예배하기 위

해 홀로 서 있는 그 를 지켜보고 계시며 그 가 엎드려 예배하는 자들 중에 있

을 때도 지켜보고 계시나니 실로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

시니라 (수라트 알‐슈아라 26:217‐220)

그 가 어떤 일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나 꾸란을 낭송하는 것이나 너희가 하

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입회하시니라 천지의 티끌 하나도 주님으로부

터 회피 할 수 없나니 그것보다 작은 것도 큰 것도 모두가 성서에 기록되어 있느니

라 (수라트 유누스 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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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는 자들이란 하나님을 염원할 때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는 자이며 그분의 계

시가 그들에게 낭송될 때 그들의 믿음이 더하여지고 주님께 의탁하는 자들이니라 

 또한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한 양식으로 자선을 베푸는 

자들이니라 그들은 진실한 신자들로 그들에게는 주님으로부터 명예와 관용과 풍

성한 양식이 주어지니라 (수라트 알‐안팔 8:2‐4)

이슬람 종교의 등급

이슬람 종교는 세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부는 다른 것들보다 방 하다.  
이슬람(islam), 이만(iman) 그리고 이흐싼(ihsan) 세 등급이 있고 각 등급은 각자

의 기둥이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우마르 빈 알‐카탑이 전하고 있는 내용이

다. 어느 날 사도님과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데 새하얀 옷을 입고 검은 머리를 한 

사람이 우리 앞에 나타났다. 그는 여행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않았고 우리 중에 그를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 그는 예언자 옆에 앉았다. 그는 그의 무릎을 예언자 

무릎 위에 얹고 그의 두 손은 그의 허벅지 위에 놓더니 말을 꺼냈다. “무함마드,  
이슬람에 관한 이야기를 나에게 말해주세요.” 

그러자 사도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이외에 숭배의 상은 아무 것도 없으

며 무함마드는 그분의 사도라는 것을 선언하고, 예배를 드리고, 자카트를 바치

며, 라마단 동안 금식을 하고, 능력이 있을 경우 메카에 있는 카으바 신전으로 순

례를 가는 것이지요.” 그러자 그가 또 말을 꺼냈다. “당신은 사실 로 말했소.”  
우리는 이러한 그의 질문과 그 질문에 한 예언자의 답이 옳다고 말하는 그가 

이상할 수밖에 수 없었다. 그는 말을 이었다. “이번에는 믿음에 관하여 나에게 말

해주시오.”
그의 질문에 예언자께서 답하길, “하나님을 믿고, 천사들을 믿고, 성서들을 

믿고, 사도들을 믿고, 마지막 날을 믿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주어진 까다르

를 믿는 것이지요.” 그러자 그 사람이 또 말을 꺼냈다. “당신은 사실 로 말했

소.” 그는 말을 이었다. “이번에는 이흐싼에 관하여 나에게 말해주시오.” 그의 질

문에 예언자께서 답하길, “이흐싼이란 하나님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분을 

숭배하고 만일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분께서 자신을 보고 있다고 생각

하고 그분을 숭배하는 것이지요.” 
그는 말을 이었다. “이번에는 종말에 관하여 나에게 말해주시오.” 예언자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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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하길,  “질문자가 질문을 받는 자보다 더 잘 알지요.” 그가 또 말을 하 다. 
“그러면 종말이 오고 있다는 징조들에 관하여 나에게 말해주시오.” 예언자께서 

답하길, “여종이 주인의 자식을 낳을 것이요, 맨발에 옷을 입지 않은 빈곤한 양

치기들이 높은 빌딩을 건설하고자 서로 경쟁하는 모습들을 볼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는 자리를 떠났다. 나는 잠시 기다렸다. 이때 예언자께서 말씀하시길, “우

마르, 질문했던 자가 누군지 알아요?” 우마르가 답했다.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

께서 더 잘 아시지요.” 예언자께서 말씀하시길, “그 사람은 가브리엘 천사로 여러

분에게 여러분의 종교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 왔습니다.”238)

이흐싼에 대한 해석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삶과 죽음을 두신 목적은 누가 가장 훌륭

한 일을 하는가를 가름하는 시험이다. 이 개념은 하나님에 한 타우히드와 완벽

한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다.  

가장 훌륭한 일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분의 명칭과 그분의 속성

과 그분의 행위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요 그분께서 인간의 모든 행위를 지속적

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가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며, 모든 것에 한 증인이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또한 사도 무함마드를 따르고 이분을 통해서 주님께

서 보내주신 것을 따르는 것이다.
꾸란에 가장 위 한 교훈이 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경의로 주님을 위해 

좋은 일을 해야 한다는 부름이요 촉구다. 그러므로 무슬림은 우리 자신이 하나

님을 보고 있는 것처럼 좋은 일을 해야 하고 만일 그분을 보지 못한다면 그분

께서 우리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좋은 일을 해야 한다. 하나님을 위해 최

선을 다해야 한다. 그분은 모든 것을 듣고 계시는 분이시며 모든 것을 지켜보

고 계시는 분이시다. 우리 인간이 말하는 것 그분께서 다 들으시고, 우리가 보

는 것 그분께서 다 보고 계시며, 우리가 행동하는 것 그분께서 지켜보고 계신

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살 수 있고, 최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분

의 징벌로부터 구제 받을 수 있다.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자신의 혼을 위한 것

이요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자신의 혼에 독이 되는 것이다. 다음은 이와 

238) Narrated by Muslim (no.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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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물 위의 권자에 앉으시

어 너희가 선을 행하는지를 시험하시노라 그러나 죽은 후 다시 부활한다고 그

가 말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마술이라고 그들은 말할 것이라 (수라트 후드 11:7)

실로 나는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장식품으로 두었을 뿐이라 이것으로 누가 가장 

훌륭한 인간인지를 시험하고자 한 것이니라 (수라트 알‐카흐프 18:7)

죽음과 생명을 두시어 그것으로 너희가 선을 행하는지 시험하고자 함이라 그

분께서는 가장 강하시고 가장 관 하신 분이시니라 (수라트 알‐물크 67:2)

이흐싼의 등급

이흐싼은 두 가지 등급이 있다.
첫째: 하나님을 직접 보고 있는 것처럼 간절한 간구와, 열망과, 소망과,  사랑으

로 그분을 경배하는 무슬림이 있다. 그는 그가 사랑하는 단 한분에게만 간구한

다. 하나님만이 그의 목적이다. 그래서 그는 그분을 직접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숭

배한다. 이것이 두 등급 중에서 더 높은 등급이다.

둘째: 그분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그분께서 그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분을 숭배한다. 이 단계에 있는 무슬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징벌과 

형벌을 두려워하며 겸손하게 그분을 숭배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

씀이다. 

말씀이 낭송될 때 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엎드리며 주님의 광을 찬미하고 

거만을 피우지 않느니라 그들의 손발은 침상을 멀리하고 두려움과 희망으로 주님

을 부르며 내가 그들에게 베푼 양식으로 자선을 베푸노라 그들의 선행에 한 보

답으로 그들의 눈을 기쁘게 할 숨겨진 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르느니라 (수라트 

알‐싸즈다 32: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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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숭배

하나님에 한 숭배는 다음의 두 원칙에 근거한다. 첫째는 하나님에 한 완

벽한 사랑이고 두 번째는 그분에 한 완벽한 경의와 숭배다. 이것은 그분의 이

름과,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행위와, 그분의 양식과, 그분의 축복과, 그분의 종

교와, 그분의 법과, 그분의 보상과 벌을 통하여 그분에 한 지식을 쌓는 것이

다. 

하나님에 한 사랑은 그분에 한 열망이다. 그분에게 간구하고 그분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벌을 피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러

한 것들이 하나님을 숭배함에 있어 이흐싼의 기원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선행자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가장 훌륭한 선행자(al‐muhsin)가 되어야 한

다. 그리고 가장 자비로운 분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가장 훌륭한 종교란 하나님께 복종하고 아브라함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니라 

그분께서는 훌륭한 아브라함을 반려자로 택하셨느니라 (수라트 알‐니싸아 

4:125)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가장 단단한 손잡이를 붙잡은 것

과 같나니 만사의 결말은 하나님께 있느니라 (수라트 루끄만 31:22)

하나님께 귀의하여 자선을 베푼다면 주님으로부터 보상이 있을 것이며 그

들에게는 두려움도 슬픔도 없을 것이니라 (수라트 알‐바까라 2:112)

성공한 거래를 하는 사람

꾸란에는 두 가지 거래 형태가 언급되고 있다. 믿는 자들의 거래 형태가 있

고 위선자들의 거래 형태가 있다.

1) 믿는 자들의 거래는 성공하는 거래다. 그것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행복

을 보장해 주는 종교 덕분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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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는 자들이여 너희가 고통스러운 징벌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거래를 일

러주겠노라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과 사도를 믿으며 하나님을 위해 너희의 재산

과 생명을 바쳐 성전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알기만 한다면 그것이 너희에게 더욱 

좋은 일이니라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과오를 용서하시고 

너희를 강이 흐르는 에덴의 천국으로 인도하여 그 안에 있는 아름다운 집에서 

거주하게 하여 주실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위 한 승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너

희가 좋아하는 또 다른 축복을 내리실 것이니라 적에 항하는 알

라하나님의 지원과 가까이 다가온 승리가 바로 그것이니라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할 것이니라 (수라트 알‐사프 61:10‐13)

2) 위선자들의 거래는 성공하지 못한다. 그것은 현세와 내세에서 불행의 원
인

마되는 불신 때문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들은 믿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면 저들도 믿는다고 말하고 사탄과 함께 있

을 때는 저희는 당신과 함께 하나니 실로 우리는 조롱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

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롱하사 그들을 암흑 속에 버리시니 그들은 장님처럼 

방황하노라  그들은 진실을 팔아 허위를 사나니 그들의 장사가 유익할리 없노라 

그러므로 그들은 인도받지 못하니라 (수라트 알‐바까라 2: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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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식의 서

지식(al-'ilm)

지식이란 어떤 것을 있는 그 로 인식하고 외부로부터의 그 지식을 마음에 들

여 놓은 것이다. 

행위(al-'amal)

마음에 간직되어 있는 지식을 외부로 끌어내 어떤 형태, 즉 웅변이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몸을 닦고 예배를 드리는 것 혹은 겸손의 예절 같은 것이다.

하나님에 한 지식을 비롯하여 그분의 이름, 속성, 행위, 법에 한 지식이

가장 위 한 지식이다.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인간이 자신을 가장 아름답게 꾸

미고 치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식이다. 이 지식은 모든 무슬림이 의무적으

로배워 실천에 옮겨야 한다. 이것이 지금부터 다룰 주제이다.

지식의 축복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는 자들이여 너희 모임에 공간을 두라고 얘기를 들을 때면 그렇게 하라 알

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 큰 것을 주실 것이니라 그리고 일어서라는 말을 들

을 때면 일어서라 하나님께서 더 높이 일으켜 주실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믿

음을 가진 자와 지식을 가진 자들에게 더 높은 곳을 주실 것이니라 실로 하나

님께서는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느니라 (수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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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무자달라 58:11)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우스만이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여러분 중

에 가장 훌륭한 사람은 꾸란을 배워 가르치는 자이지요.”239)

말과 행동 전에 지식을 추구하는 자에 대한 축복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의 잘못과 믿는 남녀의 과오를 위

해 용서를 간구하라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행위와 너희가 거주할 곳을 알고 계시

느니라 (수라트 무함마드 47:19)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 하라 주여 저에게 지식을 더하여 주소서 (수라트 

따하 20:114)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

다.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무슬림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신자가 있다면 부활의 

날 하나님께서 그의 어려움을 덜어줄 것이요, 힘든 자의 난관을 풀어주는 자가 

있다면 부활의 날 하나님께서 그의 일들이 쉽도록 하여 주시지요. 무슬림의 잘

못이나 죄를 덮어주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그의 

잘못과 죄를 덮어주시지요. 무슬림 형제를 돕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돕지요. 지식을 축구하기 위해 바른 길을 가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천국으

로 가는 그의 길을 편하게 하여 주시지요.”240)

바른 길로 안내하는 자에 대한 축복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239) Narrated by Bukhari (no. 5027).

240) Narrated by Muslim (no. 2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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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 간구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며 나는 이슬람에 순종하는 자 가운데 

있나이다 라고 말하는 자 만큼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이뇨 (수라트 푸

실라트 41:33)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다
른 사람을 바른 길로 안내하는 자가 있다면 그 길을 따르는 자가 받은 보상과 동일

한 보상을 받게 되지요. 그에 한 보상은 어떠한 경우에도 감소되지 않지요. 다른 

사람을 방황의 길로 안내하는 자가 있다면 그의 죄는 그를 따르는 자의 죄는 동일

하지요. 그에 한 죄 값은 어떠한 경우에도 감소되지 않지요.”241)

지식 전달의 의무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꾸란은 인간을 위한 메시지로 경고가 되고 그분은 한분의 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지혜로운 자들이 교훈을 얻게 하는 것이니라 (수라트 아

브라함 14:52)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바크라가 예언자께서 고별 순례 때 하신 말씀을 

전하고 있다. “여기에 와 있는 모든 무슬림은 오늘 여기에 오지 못한 모든 사람

들에게 내가 한 말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오지 못한 사람들이 여기에 와 

있는 여러분 보다 더 이해를 잘 할 수도 있습니다.”242)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압둘라 빈 아므르 빈 알‐아스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

의 말씀이다. “나를 신하여 꾸란 한 절이라도 전하시오. 이스라엘 자손들 관해

서도 전하시오.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 항하여 고의적으로 거짓을 꾸

며내는 자가 있다면 그가 살 곳은 불지옥이 될 것입니다.”243)

241) Narrated by Muslim (no. 2674).

242)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68) and Muslim (no. 1679). The Wording is that of

Bukhari's.

243) narrated  by  Bukhari  (no.  3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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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감추는 자에 대한 벌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서에 명시된 것과 사람들에게 설명된 진리를 감추는 자들을 내가 저주하고 

저주할 힘을 가진 자들이 저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속죄하고 개선하며 진리를 밝

히는 자들은 제외 되나니 나는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 것이니라 내가 바로 관용

과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이시라 (수라트 알‐바까라 2:159‐160)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종
교의 지식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그 지식을 감추는 자가 있다면 그는 부활의 날 불의 

굴레를 둘러쓸 것입니다.”244)

하나님 이외의 것에 종교적 지식을 추구하는 자에 대한 징벌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부
활의 날 심판을 받을 첫 번째 사람은 순교자로 죽은 자이지요. 그가 앞으로 불려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가 받게 될 은총을 상기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그 은총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그 는 무엇을 

했느뇨?’ 순교자가 답할 것입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 순교할 때까지 싸웠습니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는 거짓말을 했느니라. 그 는 사람들

에게 용감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싸웠느니라.’ 사실 그들은 그런 목적으로 그렇

게 하 을 뿐이다. 그는 끌려가 불지옥에 던져진다. 
다음에는 지식을 쌓고 그 지식을 가르친 사람, 그리고 꾸란을 읽은 사람이 

앞으로 불려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받게 될 은총을 상기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그 은총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그 는 무엇을 했느뇨? ’그가 답할 것입니다. ‘저는 지식을 쌓아 

그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 꾸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

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는 거짓말을 했느니라. 그 는 사람들에게 지식

인처럼 보이기 위해 지식을 쌓았고 꾸란 낭송처럼 보이기 위해 꾸란을 

244) Authentic according to some, good according to others; narrated by Dawood (no. 3658) and Tirmizi
(no. 2649). This wording is that of Abu Dawoodʹ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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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었느니라. ’ 사실 그는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하 을 뿐이다. 그는 끌려가 불

지옥에 던져진다.
다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풍요와 재물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앞으로 불려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받게 될 은총을 상기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그 은총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그 는 무엇을 

했느뇨? ’그가 답할 것입니다. ‘당신께서 주신 재물로 당신을 위해 사용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는 거짓말을 했

느니라. 그 는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사람처럼 보이도록 위해 그렇게 했느니

라. ’ 사실 그는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하 을 뿐이다. 그는 끌려가불지옥에 던져

진다.”245)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에 대항하여 거짓을 꾸며내는 자에 대한 징벌다음

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에 하여 거짓말을 꾸미고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을 죄악으로 유인

하는 자보다 더 사악한 자 누구이뇨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죄지은 백성들을 인도

하지 아니 하시니라 (수라트 알‐안암 6:144)

그러나 너희 혀들로 이것은 허락된 것이요 저것은 금지된 것이라고 거짓말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에 해 거짓말 하는 것이니라 실로 하나님에 하여 거

짓말 하는 자는 번성하지 못하느니라 쾌락은 순간이라 그리고 그들은 고통스러

운 벌을 받게 될 것이라 (수라트 알‐나흘 16:116‐117)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고
의적으로 나에 하여 거짓말을 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앉을 의자는 불지옥에 있

게 되지요.”246)

245) Narrated by Muslim (no. 1905).

246)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110) and Muslim (no. 3). The Wording is that of

Musl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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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축복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성서와 지혜와 예언자의 직분을 부여받은 한 인간은  백성들

에게 하나님 신에 그를 경배하라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학자가 되어 성서를 

가르치고 연구하라 하셨느니라 (수라트 아알 이므란 3:79)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무사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 하나님

께서 나에게 주신 안내와 지식을 비유한다면 땅에 내린 비와 같지요. 비옥한 땅은 

그 비를 흡수하여 많은 잔디와 풀을 자라게 하지요. 땅이 단단한 곳에 내린 비를 

보관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유용하도록 하지요. 자신이 마시기도 하고 다른 사람

에게 주기도 하고 농사를 짓는데도 사용하게 하지요. 그러나 모래 위에 내린 비는 

저장이 안 되어 풀도 생산하지 못하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에 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자신도 

유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지요. 한편으로는 나로부터 아

무 것도 얻지 못하고 나를 통해서 소개된  하나님의 안내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들도 있지요.”247)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압둘라 빈 마스우드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

다.  “시샘은 다음의 두 경우에만 허용되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바르게 사

용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을 응용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에 한 

시샘이지요.”248)

지식이 사라지고 무지가 판치는 시기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나스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내가 사도님으로부터 

들은 하디스 여러분에게 전해줄까요? 내가 죽고 나면 들을 수 없는 하디스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님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운을 가진 셈이

247)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79) and Muslim (no. 2282). The Wording is that

of Bukhari's.

248)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73) and Muslim (no. 816). The Wording is that of

Bukh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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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요. “말세의 징조들이 있지요. 지식이 빼앗기고 무지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요, 
간음과 간통이 보편화 될 것이요, 술 중독자들이 판을 칠 것이요, 남자의 숫자가 

여자의 숫자보다 크게 떨어져 한 남자가 50명의 여자를 책임져야 할 시기가 오는

데 이것들이 말세의 징조들이지요.”249)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압둘라 빈 아므르 알‐아스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지식을 가져가지 않습니

다. 그러나 학자들이 죽을 때는 한 명의 학자도 남지 않을 때까지 그들의 지식

을 모두 거두어 가시지요. 그리고 나면 사람들은 지식이 없는 무지한 지도자들

에게 자문을 받는데 그들도 방황하고 안내를 받은 사람들까지도 방황하게 만

들어버리지요.”250)

종교에 관한 정확한 해석에 대한 축복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밤에 스스로 엎드려 예배하거나 서서 기도하며 내세를 두려워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예배하는 자가 그렇지 아니한 자와 같을 수 있느뇨 말하라 아

는 자와 모르는 자가 같을 수 있느뇨 실로 이해하는 자들은 이 교훈을 받아들이

느니라 (수라트 알‐주마르 39:9)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무아위아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하나님

께서 어떤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실 때는 그에게 종교에 관한 정확한 

해석을 주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분이시고 나는 알‐까심, 즉 분배하는 자

이지요. 이 공동체는 적 시 하는 자들에게 승리자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

나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들이 승리자가 될 수 있지요.”251)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우스만이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여러분 중

에 가장 훌륭한 자는 꾸란을 배우고 가르치는 자이지요.”252)  

249)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81) and Muslim (no. 2681). The Wording is that of

Muslim's.

250)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100) and Muslim (no. 2673). The Wording is that

of Bukhari's.

251)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3116) and Muslim (no. 1037). The Wording is that

of Bukh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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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위한 디크르(dhikr) 모임에 내려지는 축복

이세상에는 천국의 정원에서 유래한 두 정원이 있다. 하나는 예언자의 모스크

안에 고정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시간과 장소 그리고 개인에 따라 변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나의 집과 나의 

설교단 사이에 있는 것은 피르다우스(firdaus: 천국)에 있는 정원들에서 유래한 

것이며 나의 설교단은 나의 하우드(hawd; 우물, 샘물, 호수) 위에 있지요.”253)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후라이라 그리고 아부 싸이드 알‐쿠드리가 전하

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하나님을 상기하고 염원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천사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자비가 그들을 에워싸지요. 평온이 그들 위

에 내려지고 하나님께서 그분 주변에 있는 자들 앞에서 그들을 언급하시지

요.”254)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나스 빈 말리크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여러분이 천국의 정원들 옆을 지나가면서 그곳의 열매들을 먹으시오.” 그러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묻기를, “천국의 정원들이란 무엇인가요?” 예언자께서 

답하시길, “하나님을 상기하고 염원하기 위해 둘러 앉아 있는 원이지요.”255)

지식을 추구하는 예절

지식 추구와 그 지식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에 한 숭배 중에 가장 

훌륭한 행위 가운데 하나다. 숭배의 행위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수락이 된

다. 그 두 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순수한 행위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의 

길을 따르는 것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주님을 만나고자 원하는 자는 선을 행하고 주님을 경배할 때에는 

어느 무엇과도 비유하지 말 것이니라 (수라트 알‐카흐프 18:110)

252) Narrated by Bukhari (no. 5027).

253)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1196) and Muslim (no. 1391).

254) Narrated by Muslim (no. 2700).

255) Authentic; narrated by Ahmad (no. ) and Tirmizi (no. 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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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범주

지식의 범주는 세 가지가 있다.
1) 하나님과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행위에 관한 지식.
2) 하나님의 명령에 관한 지식.
3)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도들과 동맹자들에게 승리를 안겨준 그분의 날 

들 그리고 그분의 적을 패배시킨 그분의 날들에 관한 지식.

위에 언급된 내용은 모두 하나님의 의해 꾸란에서 밝혀진 사실이다. 이 지식

을 얻는 인간은 통찰력을 갖고 하나님에 한 사랑과 경의와 겸손으로 주님을 

숭배한다. 우주와 징표 그리고 우주의 질서를 관찰하고 그리고 꾸란을 들여다보

면 이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하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보라 그러나 징표들과 경고자들을 믿지 아

니한 백성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느니라 (수라트 유누스 10:101)

그런데도 그들은 꾸란을 깊이 생각하지 않느뇨 아니면 그들의 마음이 닫혀있

단 말이뇨 (수라트 무함마드 47:24)

지식 추구의 규범

종교 학자들은 예언자들의 상속자들이다. 지식은 다양한 여러 분야가 있다. 그 

중에서 가장 고귀하고 최상의 지식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소개된 것이

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할 것이다. 이분들이 소개한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서부터 그분의 이름, 그분의 속성, 그분의 행위,  그분의 종

교 그리고 그분의 법에 관한 지식을 총망라하고 있다.

이 형태의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모든 남녀 무슬림들의 의무다. 그래야만 주님

을 알 수 있고, 그래야만 통찰력을 갖고 그분을 숭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한 

지식을 가르칠 수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의 잘못과 믿는 남자와 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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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를 위해 용서를 간구하라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행위와 너희가 거주할 곳

을 알고 계시느니라 (수라트 무함마드 47:19)

하나님으로부터 성서와 지혜와 예언자의 직분을 부여받은 한 인간은  백성들

에게 하나님 신에 그를 경배하라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학자가 되어 성서를 

가르치고 연구하라 하셨느니라 (수라트 아알 이므란 3:79)

꾸란은 인간을 위한 메시지로 경고가 되고 그분은 한 분의 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지혜로운 자들이 교훈을 얻게 하는 것이니라 (수라트 

아브라함 14:52)

배움과 가르침 시간 준수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우마르 빈 알‐카탑이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어느 날 

사도님과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데 새하얀 옷을 입고 검은 머리를 한 사람이 우리 

앞에 나타났다. 그는 여행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않았고 우리 중에 그를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 그는 예언자 옆에 앉았다. 그의 무릎을 예언자 무릎 위에 얹고 그

의 두 손은 그의 허벅지 위에 놓더니 말을 꺼냈다. “무함마드, 이슬람에 관한 이야

기를 나에게 말해주세요.” 
그러자 사도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이외에 숭배의 상은 아무 것도 없으

며 무함마드는 그분의 사도라는 것을 선언하고, 예배를 드리고, 자카트를 바치

며, 라마단 동안 금식을 하고, 능력이 있을 경우 메카에 있는 카으바 신전으로 

하지를 가는 것이지요.” 그러자 그 사람이 또 말을 꺼냈다. “당신은 사실 로 말

했소.” 우리는 이러한 그의 질문과 그 질문에 한 예언자의 답이 옳다고 말하

는 그가 이상할 수밖에 수 없었다. 그는 말을 이었다. “이번에는 믿음에 관하여 나

에게 말해주시오.”
그의 질문에 예언자께서 답하길, “하나님을 믿고, 천사들을 믿고, 성서들

을 믿고, 사도들을 믿고, 마지막 날을 믿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주어진 까

다르를 믿는 것이지요.” 그러자 그 사람이 또 말을 꺼냈다. “당신은 사실 로 말

했소.” 그는 말을 이었다. “이번에는 이흐싼에 관하여 나에게 말해주시오.” 그의 

질문에 예언자께서 답하길, “이흐싼이란 하나님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분을 숭배하고 만일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분께서 나를 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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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하고 그분을 숭배하는 것이지요.” 
그는 말을 이었다. “이번에는 종말에 관하여 나에게 말해주시오.” 예언자

께서 답하길, “질문자가 질문을 받는 자보다 더 잘 알지요.” 그가 또 말을 하

다. “그러면 종말이 오고 있다는 징조들에 관하여 나에게 말해주시오.” 예언

자께서 답하길, “여종이 주인의 자식을 낳을 것이요, 맨발에 옷을 입지 않은 

빈곤한 양치기들이 높은 빌딩을 건설하고자 서로 경쟁하는 모습들을 볼 것입

니다.” 이 말을 듣고 그 남자는 자리를 떠났다. 나는 잠시 기다렸다. 이때 예언

자께서 말씀하시길, “우마르, 질문했던 자가 누군지 알아요?” 우마르가 답

했다.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께서 더 잘 아시지요.” 예언자께서 말씀하시

길, “그 사람은 가브리엘 천사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종교가 무엇인지를 가

르치기 위해 왔지요.”256)

지식과 예절(adab)

  스승에 관련된 예절이 있고 학생에 관련한 예절이 있다. 다음은 이 예절에 관

한 몇 가지 중요한 예절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1). 가르치는 사람의 예절

말과 행동의 진실성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하라 실로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운명을 타고한 한 인간에 불과하니

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분이라는 계시를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주님

을 만나고자 원하는 자는 선을 행하고 주님을 경배할 때에는 어느 무엇과도 비

유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수라트 알‐카흐프 18:110)

256) Narrated  by Muslim  (no.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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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허와 겸손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를 따르며 믿는 자에게 그 의 날개를 낮추어야 되느니라 (수라트 알‐슈
아라 26:215)

모범적인 예절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실로 그 는 고상한 성품의 소유자이니라 (수라트 알‐깔람 68:4)

관용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되 우매한 자들을 멀리하라 사탄이 유혹하여 그

의 마음을 괴롭힐 때면 하나님께 간구하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들으

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니라 (수라트 알‐아으라프 7:199‐200)

싫증을 느끼지 않도록 배우는 사람에 대한 배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압둘라 빈 마스우드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예언자께

서는 우리를 가르치심에 항상 적절한 시간을 배려하셨기에 우리는 싫증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257)

적당한 목소리와  반복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압둘라 빈 아므르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예언자와 함

께 여행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뒤에 처진 적이 있었다. 예배시간이 되어 우두

를 할 때 그분도 우리와 함께 우두를 하셨다. 우리가 물 묻은 손으로 발을 닦자 그

분께서 큰 소리로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다. “여러분의 발을 불지옥으로부

터 구제하시오.”258) 

257)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68) and Muslim (no. 2821). The Wording is that of Bukhari's.
258)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60)  and Muslim  (no.  241).  The Wording  is  tha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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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나스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예언자께서 어떤 말

씀을 하실 때면 청중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세 번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

다. 단체로 온 사람들을 맞이할 때는 그들을 맞이하시면서 인사말을 세 번이나 반

복하셨습니다.”259)

가르치고 설교할 때 약간의 분노가 필요한 경우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마스우드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어떤 사람이 이

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사도님, 예배 인도자가 의무예배를 너무나 길게 끌고 있

을 때 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까?” 본 하디스 전언자는 덧붙여 말하고 있

다. 나는 예언자께서 그날처럼 화를 내신 적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언자께서 이

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것을 싫어하도

록 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 참석자 중에 환자나 약자 혹은 근무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 예배시간은 길지 않아야 합니다.”260)  

때로는 질문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대답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이븐 우마르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어떤 사람이 사도

에게 무흐림(muhrim; 순례 때 이흐람 상태에 있는 자)은 옷을 입어야 되느냐고 질

문을 하 다. 이 질문을 받고 사도께서 말씀하길, “셔츠, 터반, 바지, 모자, 가죽으

로 만들어진 양말을 걸치지 마시오. 예외가 있다면 신발이 없는 사람은 가죽 양말

을 신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죽 양말의 발목 아래 부분은 잘라내어야 합니다. 그리

고 향수 냄새가 나는 자으파란(zaʹfaranu)과 와르스(wars) 옷은 입지 마시

오.”261)

가르친 후 학생에게 질문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이븐 우마르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나무

Bukhariʹs.
259) Narrated  by  Bukhari  (no.  95).
260)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90) and Muslim (no. 466). The Wording is that of Bukhariʹs.
261)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1542) and Muslim  (no. 1177) The Wording  is  that of 

Muslimʹ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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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중에는 잎이 떨어지지 않는 나무들이 있지요. 무슬림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말해볼 수 있나요?” 이 질문을 받은 무슬림들이 사막에 

그런 나무들이 있는 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나는 종려나무라고 생각했다. 다른 무

슬림들이 물었다. “사도님,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가르쳐주십시오.” 그러자 사

도께서 말씀하길, “그것은 종려나무입니다.”262)

대중 앞에서 애매모호한 것 언급 자제하고 하나의 주제만 언급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나스 빈 말리크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무아즈 빈 

자발이 예언자 뒤에 앉아 탈 것에 몸을 싣고 여행 중에 있을 때 예언자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답하길,  “예,  사도님,  말씀하십시오.”  예언자께서 

다시 큰 소리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무아즈” 그가 다시 답하길, “예, 사도님, 
말씀하십시오.” 예언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떠한 신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무함마드는 그분의 종이요 사도라는 것을 선언한 자가 있다

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불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시지요.” 이 말을 듣고 무

아즈가 말하길, “사도님,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릴까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기뻐하도록 말입니다.” 예언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단지 

이 문구에만 의존하게 될거에요.” 무아wm는 죄 짓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

가죽기 바로 직전에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263)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나는 사도님

으로부터 배운 두 가지 종류의 지식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중에 하나를 여

러분에게 알렸는데 만일 또 다른 하나를 알린다면 나의 목이 잘릴 것입니다.”264)

위험성의 확산이 예상될 경우 문카르(munkar265)) 개선 중단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이샤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사도께서 나에게 이렇

262)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61)  and Muslim  (no.  2811).  The Wording  is  that  of
Bukhariʹs.

263)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128)  and Muslim  (no.  32).  The Wording  is  that  of
Muslimʹs.

264) Narrated  by  Bukhari  (no.  120).
265) 혐오스러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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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말했습니다. “아이샤, 당신의 부족이 이슬람 이전 시     

  나는 카으바         

 .  거기에 두 개의 문을 두어 한 문은 동쪽을 향하게 하고 다

른 한 문은 서쪽을 향하도록 하여 그것을 아브라함이 놓은 주춧돌 위에 다시 놓았

을 것이오.”266)

교육을 위한 남녀 시간 배정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싸이드 알‐쿠드리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몇 

여성이 예언자에게 남성들이 차지하고 있는 시간 중에서 하루는 여성들을 위

해 시간을 내어달라고 요청했다. 이 요청을 받고 예언자께서는 종교과목 및 

계율에 관한 강의를 위해 하루를 약속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 자녀를 

잃은 여성이 있다면 그녀는 그들의 보호를 받아 불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난 한 여성이 질문을 하 다. “만일 두 명만 잃었다면요?” 이에 예

언자께서 답하시길, “두 명의 자식을 잃었다 해도 그들의 보호를 받아 불지

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267)

충고와 상황에 따른 교육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움므 쌀라마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어느 날 밤 예언

자께서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홀로 찬양 

받으소서.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시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보물 창고들을 내려 보내 주셨습니다. 가셔서 잠자고 있는 아내들을 깨우십시

오. 아마도 이 세상에서 화려한 옷으로 치장을 했던 사람은 내세에 가서는 나체

의 몸으로 불지옥에 들어갈 것입니다.”268)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이븐 우마르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생명의 마지

막  시간이 다가올 무렵 사도께서는 이샤예배를 끝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

266)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1586) and Muslim  (no. 1333). The Wording  is  that of
Bukhariʹs.

267)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101)  and Muslim  (no.  2633). The Wording  is  that of 
Bukhariʹs.

268) Narrated by Bukhari (no. 115).



다. “오늘 저녁 이후 1백년 후에는 지금처럼 아무도 지상에 남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269)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무아즈 빈 자발이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우파이라 불리

는 당나귀에 예언자께서 앞에 타시고 나는 뒤에 타고 가는데 예언자께서 말씀하셨

습니다. “무아즈, 인간에 한 하나님의 권리는 무엇이고 그분에 한 인간의 권리

는 무엇인지 아는가요?” 나는 이렇게 답했다.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께서 가장 

잘 아시지요.” 나의 답을 듣고 사도께서 말씀하시길, “인간에 한 하나님의 권

리는 그분 외에는 숭배 받을 자가 아무도 없으며 그분에게 비유되거나 견줄 수 있

는 것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요 그분에 한 인간의 권리는 그분에게 아무 것도 비

유하지 않고 견주지 않는 자는 벌 받지 않는 것이지요.” 나는 예언자에게 물었습

니다.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릴까요?” 그분께서 답하시길, “이 좋은 소

식을 전하지 말아요. 사람들이 단지 이 문구에만 의존할 수 있어요.”270)   

모임을 끝내면서 기도(du'ah)과 디크르(dhikr)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모
임에 앉아 유익하지 못한 화에 빠져있을 때 그리고 간구의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불완전에서 완전히 해방된 분이

시니 찬양과 찬미를 홀로 받으소서. 저는 당신 외에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을 증언하며 오직 당신에게만 용서를 빌고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는 자는 모임에

서 지은 죄를 용서 받을 것입니다.”271)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이븐 우바르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예언자께서는 다

음의 기도문을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까지 자리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

니다. “하나님이시여, 저희가 당신을 두려워하도록 하여주소서. 당신에게 거역

하지 않도록 하여주소서. 그래서 저희가 당신의 천국을 얻도록 하여주소서. 현세

의 고난과 시련을 쉽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주소서. 당신께서 저희로 하여금 살

아있게 하는 한 듣는 기쁨과 보는 기쁨과 힘의 기쁨을 갖도록 하여주소서. 이것을 

269)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116)  and Muslim  (no.  2537). The Wording  is  that of 
Bukhariʹs.

270)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2856)  and Muslim  (no.  30).  The Wording  is  that  of
Muslimʹs.

271) Authentic; narrated by Ahmad (no. 10, 420) and Tirmizi (3433). The wording is that of Tirmiziʹ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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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로부터 이어받는 상속자가 있게 하여주소서. 우리를 학 하고 박해한 자들로

부터 승리하도록 하게 하여주소서. 우리를 적 시하는 자들에게 항하도록 저희

를 도와주소서. 저희의 종교생활이 고난과 시련이 되지 않도록 하여주소서. 이 세

상이 저희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지 않게 하여주소서. 당신에 한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자들에게 저희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주지 

마소서.”272)

2).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의 예절

지식추구의 진실성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들에게 내려진 명령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진실한 믿음이 되도록 하나

님께 헌신하며 예배하고 이슬람세를 바치는 것으로 이것이 올바른 길을 걷는 

백성들의 종교이니라 (수라트 알‐바이이나 98:5)

지식을 추구할 때 앉는 예절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우마르 빈 알‐카탑이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어느 날 사

도님과 함께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데 새하얀 옷을 입고 머리카락이 새까만 사람

이우리 앞에 나타났다. 우리는 그에게서 여행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우리 중에 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그는 예언자 옆에 앉더

니 그의 무릎을 자신의 무릎에 얹고 그의 두 손은 그의 허벅지 위에 놓았다.273)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나스 빈 말리크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어
느 날 사도께서 사람들 앞에 나오자 압둘라 빈 후자파가 자리에서 일어나 질문을 

하 다. “저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예언자께서 답하시길, “당신의 아버지는 

272) Good;  narrated  by  Tirmizi  (no.  3502).  See  Sahih  al‐ʹJamiʹ  (no.  1268).
273)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50)  and  Muslim  (no.  8).  The  Wording  is  that  of 

Muslimʹs.



후자파이지요.” 예언자께서는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질문하라고 사람들에게 

반복하여 말씀하셨다. 우마르는 예언자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이슬람을 우리의 종교로, 그리고 무함마드를 우리의 예

언자로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언자께서 조용히 계셨습니다.274)

모스크 수업 참여의 중요성과 앉는 예절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와끼드 알‐라이씨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사도께

서 몇 사람들과 모스크 안에 앉아 계실 때 세 사람이 들어왔다. 그 중 두 사람은 사

도 앞으로 왔고, 세 번째로 들어온 사람은 멀리 갔다. 예언자 앞에 줄곧 서 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원 안에 빈자리가 나자 그곳에 가서 앉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사람들 뒤에  앉았다. 세 번째 사람은 멀리 갔다. 사도께서 말씀을 마치고 말씀하시

길, “이 세 사람들에 관하여 말해줄까요? 그들 중에 한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께 안

식처를 찾았기에 그분께서는 그에게 은총과 자비를 베풀고 그에게 자리를 마련하

여 주셨으며,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수줍어했고 그래서 그는 벌을 받지 않

고 그분의 보호를 받았지요. 한편 세 번 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고개를 돌

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로부터 고개를 돌리셨지요.”275)

둘러 앉아 지식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상기하고 염원함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나스 빈 말리크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여러분이 천국의 정원들을 지날 때 그곳의 과일들을 먹으시오.” 그러자 사람들

이 물었다. “천국의 정원들이란 무엇입니까?” 예언자께서 답하시길, “하나님

을 상기하고 염원하기 위해 둘러앉은 원이지요.”276)

학자와 어른 존경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274) Narrated  by  Bukhari  (no.  93).
275)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66)  and  Muslim  (no.  2176).  The  Wording  is  that 

of  Bukhariʹs.
276) Good;  narrated  by Ahmad  (no.  12,  551)  and  Tirmizi  (no.  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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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는 자들이여 예언자의 목소리보다 너희의 목소리가 높아서는 아니 됨으로 

그분과 화할 때는 소리를 높이지 말라 이는 너희가 알지 못하여 너희의 행위가 

헛되지 아니 하도록 함이니라 (수라트 알‐후즈라트 49:2)

믿는 자들이여 너희 모임에 공간을 두라고 얘기를 들을 때면 그렇게 하라 하

나님께서 너희에게 더 큰 것을 주실 것이니라 그리고 일어서라는 말을 들을 때

면 일어서라 하나님께서 더 높이 일으켜 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자와 지식을 가진 자들에게 더 높은 곳을 주실 것이니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너

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느니라 (수라트 알‐무자달라 58:11)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나스 빈 말리크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노인 한 분

이 예언자를 찾아와 말을 하려하자 주변 사람들에게 그 노인에게 자리를 비워주

기를 머뭇거렸다. 그러자 예언자께서 말씀하시길, “어린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노인들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지요.”277)

학자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것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자리르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예언자께서 고별 순례

를 하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조용하게 하고 경

청하도록 하시오.” 그런 후 그분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길, “나 이후에 서로가

서로의 목을 침으로써 불신자로 돌아가지 마시오.”278)

듣고서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 이해할 때까지 학자에게 배울 것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이븐 아비 물라이카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아이샤

는 자신이 들었을 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며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다시 

질문하 습니다. 아이샤가 말하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7) Authentic;  narrated  by  Tirmizi  (no.  1919)  and  Bukhari  in  al‐Adab  al‐Mufrid  (no.  363).  The
wording is that of Tirmizi.

278)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121)  and Muslim  (no.  65).  The Wording  is  that  of
Bukhariʹs.



"심판받는 자는 모두 응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자 아이샤가 말했

다. “사도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안하셨던가요?”  

그의 기록이 오른 손에 있는 자는 분명히 편안하게 질문을 받을 것이니라 (수
라트 알‐인쉬까끄 84:7‐8)

아이샤의 말을 듣고 사도께서 말씀하시길, “본 절은 단지 계산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여 주는 것에 불과하지요. 부활의 날 기록의 계산에 따라 분명히 벌을 받을 

것이오.”279)

꾸란 및 암기했던 것 매일 재음미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무사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지속적

으로 꾸란을 읽고 암기하시오. 나의 생명이 달려있는 분에게 맹세하지만, 꾸란은 

매어 논 고삐가 풀린 낙타보다 더 빨리 달리지요.”280)

마음의 집중과 경청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실로 이 안에는 마음을 가진 자와 귀를 기울인 자와 그리고 주의 깊게 관찰하

는 자를 위한 교훈이 들어 있느니라 (수라트 까프 50:37)

지식추구를 위한 여행과 인내 그리고 겸손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이븐 압바스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나는 사도께서 이

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고 있

을 때 한 사람이 찾아와 질문을 하 지요. ‘당신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을 아시

나요?’ 모세는 모른다고 답했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를 내렸

습니다. ‘나의 종 카디르가 그 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느니라.’ 그러자 모세가 어떻

279)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103)  and Muslim  (no.  2876). The Wording  is  that of 
Bukhariʹs.

280)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5033) and Muslim (no. 791). The Wording is that of Muslimʹ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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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면 그를 만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하나의 

신호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만일 그 

물고기를 놓치거든 놓친 그곳으로 돌아가면 그 물고기를 다시 만날 것이라고 하

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다에서 그 물고기의 발자취를 찾아 나섰습니다.  모세

의 하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바위 옆에 앉아 있을 때 우리가 그 물고기

를 잊었다는 것을 아시나요? 사탄이 저로 하여금 당신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깜박 

잊었습니다. ’ 모세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적하고 있는 것이요.  
’ 그리고 모세와 하인은 그들이 걸어왔던 발자취를 찾아 되돌아 왔다. 그곳에서 카

디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사건은 꾸란 수라트 알‐카흐프에서 언

급되어 있다.”281)

지식추구를 위한 열정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세가 그에게 말하길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지식을 배울 수 있도

록 제가 당신을 따라 가도 되겠습니까 (수라트 알‐카흐프 18:66)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비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나는 말했습니

다. “사도님, 부활의 날 당신의 중재를 얻게 될 가장 행운이 있는 사람은 누가 됩

니까?” 사도께서 답하시길, “아부 후라이라, 당신이 질문하기 전에는 그에 관하

여 그런 질문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나는 하디스를 배우려

는 당신의 열정을 알아요. 부활의 날 나의 중재를 받게 될 행운의 사람은 마음에

서 우러나는 진실한 말로, 하나님 외에는 숭배 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하는 

자이지요.”282)

배운 지식 기록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주하이파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나는 알리에게 

281)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74) and Muslim (no. 2380). The Wording is that of Bukhariʹs.
282) Narrated  by  Bukhari  (no.  99).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서에 담긴 것 외에 다른 신성한 계시에 한 지식

을 갖고 있습니까?” 알리가 답했다. “아니요. 옥수수 낱알을 싹트게 하고 

혼을 창조하신 분에게 맹세하지만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지식이 있

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해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어 꾸란을 이해할 수도 있으며 또한 이 종이에 기록

된 것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나는 질문했습니다. “이 종이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알리가 답했습니다. “살인 보상금에 관한 규정, 포로해방에 관한 규

정 그리고 무슬림은 불신자에 의해 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관한 것이 기

록되어 있습니다.”283)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예언자의 교

우들 중에서 나보다 하디스를 많이 전한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기록하지 않

았는데 기록을 하고 했던 압둘라 빈 아므르 예의입니다.”284)

질문하기가 부끄러울 경우 다른 사람에게 질문 요청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알리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나는 예언자에게 질문하

기가 부끄러웠는데 그 이유는 그분의 딸과 나와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미끄다드 빈 알‐아스와드에게 질문을 부탁했고 그는 나를 신해서 예언자

에게 질문을 하 습니다. 그의 질문에 예언자께서 답하셨습니다. “그런 경우 남

자는 그곳을 씻고 우두를 해야 합니다.”285)

학자 앞에서 질문하는 기회 포착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압바스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한 여성이 그녀의 어

린 아이를 들어 올리고 말하길, “사도님, 이 아이도 저와 함께 하지를 가면 하지의 

명예를 가질 수 있습니까?” 사도께서 답하시길, “그렇지요. 그뿐만 아니라 당신

에게도 보상이 있을 것이요.”286)

283) Narrated  by  Bukhari  (no.  111).
284) Narrated  by  Bukhari  (no.  113).
285)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269) and Muslim (no. 303). The Wording is that of Muslimʹs.
286) Narrated  by  Bukhari  (no.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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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맘 설교시 이맘 가까이에 다가감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사무라 빈 준둡이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금
요예배에 참석하여 이맘 가까이에 앉으시오. 남자들은 스스로 멀리 있으려고 하

니 천국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곳에 들어갈 때도 뒤에 처지게 됩니다.”287)

합법적인 모임에의 예절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는 자들이여 너희 모임에 공간을 두라고 얘기를 들을 때면 그렇게 하라 하

나님께서 너희에게 더 큰 것을 주실 것이니라 그리고 일어서라는 말을 들을 때면 

일어서라 하나님께서 더 높이 일으켜 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자

와 지식을 가진 자들에게 더 높은 곳을 주실 것이니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느니라 (수라트 알‐무자달라 58:11)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이븐 우마르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자신

이앉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비워달라고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다른 사

람을 위해 공간은 만들어주어 합니다.”288)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어
떤 사람이 어떤 이유로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돌아올 경우 다른 사람보다 그에게 

우선권이 있지요.”289)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자베르 빈 사무라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예언자들 

찾아갔을 때 우리 각자는 공간이 있는 곳에 앉았습니다.”290)

종교적 그리고 현실적 문제 이슬람 학자와 상담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압둘라 빈 아므르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한 사람이 

287) Good; Narrated  by Abu Dawood  (no.  1108).
288)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6270) and Muslim  (no. 2177). The Wording  is  that of

Muslimʹs.
289) Narrated by Muslim (no. 2179).
290) Authentic; narrated by Abu Dawood (no. 4825) and Tirmizi (no. 2725).



예언자를 찾아와 성전에 참여하도록 하여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예언자께서 그

에게 물으셨다. “당신의 부모가 생존해 있는가요?” 그렇다고 그가 답하자 예언

자께서 말씀하시길, “먼저 부모를 위해 노력해야지요.”291)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이븐 우마르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우마르는 카이

바르 지역의 일부 땅을 손에 넣고 예언자를 찾아가 그에 관한 상담을 하 다. 
“사도님, 제가 가져보지 못했던 양질의 땅을 카이바르 지역에서 획득했는데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습니까?” 예언자께서 답하시길, “당신이 원한다

면 그 땅은 기부하고 그곳에서 생산되는 과일은 자선으로 베푸세요.” 그래서 

우마르는 그 땅을 기부하면서 조건을 제시하 다. 그 땅은 절  팔지 않으며, 
어느 누구에게 선물로 주어서도 안 되며, 누구에게 상속되어서도 안 된다고 하

다. 그러나 그 과수원에서 생산되는 과일은 가난한 사람, 어린이, 친인척, 노
예해방, 여행자, 손님,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도 된다고 하 다. 그리고 

그 땅의 관리인은 그가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고 쌓아두지 말고 다른 사람

들을 먹일 수 있다고 하 다.292)

291)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3004) and Muslim  (no. 2549). The Wording  is  that of
Bukhariʹs.

292) Agreed upon; narrated by Bukhari  (no. 2772) and Muslim  (no. 1632). The Wording  is  that of
Bukhariʹ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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