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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쭈사고 자혀l로.우심

앓2~의 01톨톨E프로-- 쭈리의

사도 무합맏과 그의 차흘특파

:그외 교우 (敎友) 훌훌머|체 앓라의

혹복과 평화률 내리거| 하소서.



머 리 말

자바로우시고 자애로우신 알라의 이릎으로 · .....

이스랍敎를우리한국사회에 布훌k함에 았어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이스랍精빼의 올바른 이해， 천랄업녀바.

이러한 이스랍정신의 올바른 이해천달은오칙 사도

우함말(그폼에 쭈和를)의 울記와 言行錄， 그러고 聖

푸란의 內容올 정확하체 해 석하고 우리말로 널리 알

려는데서만 가농한 것업니다.

다행스럽게도 徐廷吉兄弟께서 샤도 무함맏의 f훨릅니

와 言行錄을 벤역， 출간하여 우리 한국 사효늘에l 널리

알려 져 았으냐 아직도 聖쿠란의 벤역은 오랜 시 일이

결렬것으로 예상되고 있읍나마.

한국 이스랍敎 中央聯合슐 宜敎部는 이러한 점올

감얀하썩 시기가 성쑥할해까져 이스량의 敎理， 倫理，

文좋둥에 대한 文庫딴 소 선교책자들올 계속 훌훌귀j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야 “우스럽이 되는 걸 (How to be a Muslim)"이란 책

자는 바로 。l 러한 이스랑文庫 훌刊 계획에 의해 벤역，

출판펀 첫벤째 책자입니다. 본언은 동 책자가무슬립

이나 til 무슬립이거냐 간에 이스랍에 관심올 갖는 모

듣 품들에게 이스랍에의 좋은 걸잡이가 될수 았기률

진섬오로 바라오며 앞으로도 계속될 여러 책자의 발

간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길 기원합나마.

1976. 6.

財댐法人 韓固이스랍교 中央體合슐

理事長 우함말 슐레이만 李 훌훌 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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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밟간예정 이스람文I훌

1. 우스립이 되는 걸 (HOW TO BE A MUSLIM)

2. 여l 배 업운 (HOW TO PRAY)

3. 宗敎는 왜 믿는가 (WHY RELIGION?)

4. 뿔 예언자 무함맏의 참모송(REAL STATUS OF
HOLY PROPHET MUHAMMAD)

5. 이스랍 기본 교슐서 (ELEMENTARY TEACHINGS

OF ISLAM)

6. 오해발고있는 종교， 이스랍(MISUNDERSTOOD

RELIGION. ISLAM)

7. 이스랍-우리의 選擇(ISLAM， OUR CHOICE)

8. 쿠란벤역 30장 (THE 30 PARTS OF THE

HOLY QURAN)

9. 이스랍파 휴매 나즘 (ISLAM and HUMANISM)

10. 여스랍의 상엽판 (TRADE IN ISLAM)

11. 이스랍의 정치혼 (POLITICAL THEORY OF ISLA t\l)
12. 무스럽파 기독교세계 (MUSLIM and CHRISTIAN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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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무시고 자휩l로루심 알라의 이톨므로 

우리 사도 부할말과 그의 가족과 그의 교루

(敎友)뚫에게 알라의 혹북과 평화률 내리게

하소서.

무스립이 되는월

언생의 풍극척인 옥척은 2 가지의 중요 옥표률 탑구함

에 있다 하겠으니， 이 목표 달성올 위해 살아감으로써

완전하고 척극적안 삶을 누리게 하며， 인류를 위한 경험

과 진보에 흔 풍헌을 하케 되는 것업니다.

그려연 그 2 가지 중요 목표란 무엇올 말하는 것얼까

요?

그 첫째 목표는 안격을 초철(調節)하는 노력올 함으효

써 마음의 평화와 만족(薦足)올 얻게 되며 모판 근섭파

불안감(不安感)의 원언올 없케 하는 것업니다.

둘째 목표는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와의 유대 (維帶)

률 조직화(組織化)하여 영화와 조화(調和)와 <'1 해 (理解)

속에서 사는 것업니다. 사랑운 훌로 동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것이며， 사회와의 협동(陽同) 없이는 인생의 사명

이훗命)율 다 할 수가 없는 것업니다.

이스랑은 모든 시대， 모든 인류률 위해 신이 정해주신

종교업나마. 이스람은 안간을 옳은 걸로 인도하고 인생

의 풍극목적을 인식시키는 수단(手段}올 무한맏에게 (그

에게 평화가 깃들케 하소서) 계시 (營示)한 것 입니다. 그

려하여 언간은무함맏의 가르첨에 따라 신의 대려인(代

理人).~로서 자71 의 뭇과 사명 을 펴 나가는 것 입 니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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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람교의 기본(基本)은 신앙(이만)파 법률(샤리아)

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신앙파 실천이라고도 합니마.

「무스림이 되는 길」은 이스람의 신앙파 법률(신앙파살

천) 이 子엇안가를 충분히 알아야 하며 또 그젓을 실천해

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파 실천은 자신에게 뿐만이 아니

라 남에게도 적용(適用)해야 합니다. 이스람에서는 알가

는 알고 있으나 실천 없는 지식은 불충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l 언자 무함맏의 가르챔올 설천에 옮기지

않으연 훌륭한 무스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이스람교는 신앙이자 실천입니다. 즉 이스랑

교는 신앙파 실천의 종교입나다. 이스랍교의 이 신앙파

뀔천의 판계는 체인파 같은 것으로써 쳐}인의 고려가 한개

만 끊어져도 천체가 끊어지는 이치와 같읍니다. 이스랑

교의 신앙파 실천은 또 수레의 2 개의 바퀴와도 같은 것

입니다.

신은 말 뿐여고 실천하지 않는 무스럽올 경고하여 「코

란」에서 마음파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r오 그대들 믿논

자여， 실천하지 않는 것을 무엇하려고 말 하느냐? 실천

하지 않으면셔 말로만 하는 자는 신의 큰 마 움올 사느니

라.J

신 앙 (01만)

이스랍교외 기본교라는 신의 유일성 (唯一性)에 대한 신

앙입니마. 즉 무스럽은 「한붐밖에 없는 신J-영원(永遠)이

며 철대 (總처)하신 유일신(唯一神)올 섭긴다는 풋업나마.

「한분밖에 없는신J (신은 하냐다)라는 신양아야말로 이스‘

-8-



랍교의 기본신앙언 것업나마.

언깐들이 우상폴 숭배하고 「옳은 걸i에서 뱃어냐던 시

대롤 압혹(暗熹)의 시대라 함은 역샤가 말해주고 있읍니

다.

지혼져고(至尊至，흙)하시고 천지천능(솔m全能)하션 산

(하냐넙-알라)이외외 깎신(훌훌神)윤 없다는 이스랍교 91
71 본신앙은 인간으로 하예금 오로~1 잔려 (빠理D 만촬 후|

하는 성젤성(誠 ..性)이 옴에 베이게 하며 로 고구1 (r낀J :t )
한 육책융 휘해 자신융 회 생하는 용기롤 북폴아 주는 잣

업녀마.

이 신앙올 잣는 샤항은 「옳은 갤로 언도하는」 휘빼한

힘율 기억함으로써 아옴의 얀녕(형화)과 얀족감-올 얻게

되는 것업니다. 그리고 이 「옳은 걸로 인도하는 우l 대한

힘」은 하나닝 (알라)융 밍는데셔 오는 것업니다.

멀용융 갖는 사랍은 사소한 얼에 후섭 (홉心) 하치 않게

되며 부신혼자(無뼈1請-X)플 쳐렴 물질썩륙썩(物質的目(r''1

에얀 천섬천력하치흩 않융나마.

「신은 하나마」라는 신앙은 샤랍으로하여픔 신에 대한

킬용 신념율 갖케하고 언생의 육끽플 의로용파 펙 (，한‘) ..tl
수훈으로 높혀주여， 또한 앙박파 포악의 변이 되지 않켜l

하여풍녀다.

.!E한 「신은 하냐마」라는 유옐신교(唯一神혔)의 신앙은

이 신파 그릇원 밀옴율 제 거해추며. nt융~1 만족올 알껴l

하얘주며. 마음의 혹앙융 채왜추며. 생각하는 농력융 횟

받챔하여 주여. 지 식율 탑구호륙 하여 줍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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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한 0) 신파 망상(쫓;잔~) sl 방해 없이 시야( ~j샌밴f.J쉰- 넓

혀추고 샤씌t91 능력 (從 }J) .깐. ~I 켈히 활용U.터 HI) .’" -펙- 하·

여 줍-나다.

하플‘ 치상， 지하. 해 셔 (海 I홉) 의 세상 .안든 것은 언깐

에 도강-야 되도-흑- 신이 창조하여 주셨읍원· 싣- 섣 :t'. 었 뜸

o 로 해서 ;;(J-연의 힘원 환용(센샤J) 케 하여줍니바.

유알신교쓴 루스힘에꺼l 두혀웅·윷 없애 -핀」니마.

다시 말해서 우스렘·은 낚에게 좋복하기콸 거섣하는데

여는 푸스럽의 신에 대한 첸대북좁심(總차 JJIl從心)이 인

간에 대한 복종을 거철케 하기 해푼안 것입니마.

우스립은 또한 언잔의 목숨플 빼앗아가늪 것쓴 그 어

떡한 안간이냐 동물도-할 수 없으며. 오직 선만。 l 안깐

으l 목숨쓸 빼 앗아가는 힘을 갖고 있음을 싼."i!. 있 -S-나 마.

이것-읍 굳게 믿는 무스럼의 신앙은 강력한 으1;.<1 (.깐쉰)

와 불관( 'I ~ 1:일)의 안내싱 L선빠心)파 신에 대한·‘선.-\'1 (f，페1)

촬 키암주역， 오직 신원 -훈캡게하는 얼에 포-갚것원· 희 생

하는 자서l 렐 갖게 하여-강l..- J 마.

신이 외 의 것 엔 푸려 -응·갚 _'ri_료게 하므로써 딴데 om 太}

해지고， 역경(i힌파)과 .:il.년(핀:維)월· 이겨냐까 III 헤-여 J
니마.

..c 1홈(이스랑교으 1 7 7~;.tl 믿음)

1. 유별신올 빙는마.

2. 천샤둘윷 맏{까~.

3. 예 언자둘흘 믿늪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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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천(經典)뜰융 I섬는마.

5. 최후섬판일(最後審￥IJ 13) 올 믿는다.

6. 정명(定命)융 믿는마.

7. 부활〈復活D 폴 맺는다.

1 . 유월심뚫 믿늪다

유얼신폴 벌는마 한은 「신은 하나다」라는 이스랍교의

가장 7] 본적안 신앙으효서， 단 힌릎뿐인 신에게만 여l 배

하며， 신이외의 안물이냐 사불(’fr物)을 신격화( 神혐化)

하지 않요여. 선에게 절대복종하며， 신에 \:1 1 길 그 우엇

도 없다는 것올 믿는 것업나다.

「코란」에 말씀하시가률 “신파 같은 그 우엇도 있올 수

없으며 신얀야 모든것올 즘고 보설 수 있는 품이시나라”

하셨읍나마.

우스칩은 신윤 상라얀상(짧꽉萬像) 우주의 창조주 (쉰Ij

造:1:)임쏠 믿으며 신파 동걱( rr~J 格)에 놓거냐 신올 ::1- 우

엇파 비교하반가 하설 않읍니마.

「코얀」에 말씀하，(] /]플 “만약 하쉰-파 땅에 하느닝이

아년 냐-칸 선이 있마고 한마변， 하-늪과 땅에 혼란(챈쩍u

이 있 ?-'_i.q 라’. 하셨읍니다.

「코갚 j (유얼산익 장(웰) 1 수라 익흐라스)에 유연신

올 집약(.$횟杓)하여 다걷-파 같이 말씀하셨읍나마. ‘.말하

e~-- 신은한분， 오직 한분뿐。1 시벼， C녕원하고 절내척엔

분야시며， 신은 (누구.Q1 ~옴에서) 낳어치는 것도 아니고，

낳지도- 않으며， 신과 비교한 二L 무엇도 없느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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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흰사톨흩 믿는다

。|까;만~ 71 본신앙.91- 펀째 빅’ 것-은 하느념 !?I 션싸월 9)

존재(휴훈)흘 띤는 껏엽나다.

인간 ~I 판녕(훌훌.출、) .윤·펀·잔적안쇠(物質的짧짧) ~I 한계

( I파씬) .둡 년지 꽃하"，릎-0 뚱젠섹세계(~’빼的센·뿜) ;(1 l:t
껴의 것은 알~1 뭇하는 것업나마. _:1.. i,!·f \+ 아성 (理

性)파· 사고(얹考)로써 얄아밸 수 있는 사섣꽉 ~I 있마뉴

젓은 춰성할 여)1:)까 없는 얼룩써 눈에 보이 ;.<1· 않는아 해

서 이 것·을 부인(짝짧‘)하친 것은 어~1.석은 일.염L. .I 마.

이즈란교는 「신배한 혐 r짤 끼본신앙에서 nl)이변 수 없

는 것으파 간추하며， 「천사」찰 눈에 보이지 않·꽉 영켜혼

자I (훌的存훌)로 민줍니다 r첸사」률은 신의 영 i녕·싼 충실

G·I 수·행하여 (逢行) • 션의 복..유(힘훌)올 이l 씬자에꺼l 챈닿

꾀-는 펜원하며. 언깐뜰의 행설윷 판찰해서 7} 꽉해 추홈찬

있-않 합니마.

「코[펜 l 어l 멜씀하시기편 “1뜰-윤{천사룹) xl .:i1..하산 수

념.품 받·뜰고 명 령 발은 모은 일·올 하느냐 라·’ 헤 셨 3-니 냐.

신의 천사들에 대한 믿-읍월 갖지 않으:면 참우스램이라

한 수 없는 것업니마.

한셰샤 있’는 언간의 판념드.s.t 알아낼 수 았한 것만야

션나H:- 아년 것 업니다. 걱t ~J 갔- 눈으포 괄수 있-~.:- 것야건.

-‘I~- 이시 않뉴- 것이건.델잘적안 것. 영척 (뿔的) 안 것. 이

오든것이 마 잔러업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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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l언자뚫훌믿는다. 4. 경전톨흩 믿는다.

。 1 :':..싼교 7) 본씩 I.앙 9) 마음것-뜬 _'i~.간 .':11)엔자둡월 믿는 것

입니바. 이 모갚 예엔자란 안간쯤 옳은 삶의 켈로 인도

하도꼭 오픈 국가와 역사와 시 내-속-에 서 냐온 며l 언:J:~뜰왈

딴 6}··L: 것이껴， 안뷰최초의 예엔:;(~는:. r아담」이고 회후.9)

예 언자는 「우합받」 입 니 마.

_y-든 쇠) (년자뜰은 한가지 목적， 즉 짜느넙의 복-음언 r 01
즈:란J- 선에 대한 절대북종- 쏠 선교하도록 하느념。 l

보내신 것입니마.

마만 각 시대와 인류사회의 진보와， 지적개얄(뤘 I的빼

짧)의 양상(1쫓相)어 l 짜라서 여l 인자찰 혁신(후新)한방뱀

의 차.01 (찮짧)는 있퓨 수 있었띤 것입니마. 그려냐그차

이는 아주 미소(徵少)한 것이며 근본석 차。1 (根本的差異)

는 아난 것입니마. 모윤 예언자에게 있어 모든 종교의

기본석인 가프천운 마 같융니다. 따라서 어느 한정된 예

연자만쓸 받고 딴 여l 엔자들의 복음올 부언(否짧)하는 행위

는 참우스렴의 행동이 아녕니마 r코란」에 말씀하시가률‘·냐

는 (하냐넘)사도늪의 쿠옐올두지 않았느냐라” 하셨융나마.

여l 언자를 믿는 신앙은 자연히 그들에 게 계 시 (聲示) 훨

「경전J (經典)올 믿게되는 것업나마. 푸스럽은 그 시대

시대에 따라서 하늪이 내리신 「경천」올 믿어야 합나다.

5. 정명관(定命觀)훌믿는다.

참우스립이라연 신(하느넙)은절대켜주권자( ~色쳐的主

-13-



*훌훌) 0) 며 우추의 모픈 것올 유치(維持)하사는품이라는

이소합고 기본신앙의 칙-냐안 「정명판J (휠命廳) 울 밀어야

하는 것업녀마.

하냐념윤 ，xl 상과 하늘어l 서 벌어냐는 .모둔것융 아시는

붓야/닙니다. 요든 생명파 축옴외 추안이십니마.

그려냐 에 정명판(定짧觀)은 언간의 행동의 ~~휴의샤

(自由意뿐、)와 상호모순(相互중層)되，xl 않융니다. 그건

왜냐하면 어먼 장소와 시치에 그 어먼 원언으로 무슨 웰

이 발생합은 포든것이 신의 풋에 의해서 얼어냐는 것업

녀마얀. 그렇마고 해서 인간의 자커행동의 책 암이 하느

념에게 있는 것이 아엽니마. 왜냐하연 안간에겐 행풍의

착휴의샤와 션악(훌훌惡、)올 쿠벌하는 이성(행.性)파 안생규

뱀(人生規範)이 추어쳐있커 빼품에， 오든것이 상의 성리

(훌톨理). -1l의 풋에서 얼어냐는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자

섰이 알아서 해야하기 빼품업나마. 마시 말해서 자기행

동에 대한 책임윤 하느녕에게 있는것이 아납니다. 행통

에 래한 책업윤 쳐마마 자기가 치는 것업나다. 누쿠냐

어변 행동훌할빼 그것윤타의(他意)에 의돼서 하는것야

아니므.로 자커행동의 결파훌 펴할 수 없는 것 업니마.

청명판은 우리률 신앙으로 인도해주며， 씌l에게 젤대북

종합흐로쩌， 모든 일센 성꽁율 신외 성려 (癡理) ( 하느녕

의 풋)에 말커도혹 하얘줍니마. 그렇다고해서 아우련

노력 없이 신의 도움얀을 기마리라는 풋이 아업나다-‘

이것은 신에게 의지하는 것이치 신율 믿는 자세(훌勢) 71

아녕녀마. 신율 받는 자세와 성풍융 위해 노력하는 자세

와는 셔로 모출되지 않읍나마 r화놓윤 스스로 홉는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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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 관는따」판 I싣·잔여브.포 각자 하는- 웰에 펴 선출 마 하

고 하늘을 기마리는 것업나마.

하느님은 우c.l 에게 뺨 훌려 생계 (生훌t) 활 벨 것율 영

하고 계심니다. 하느념의 운혜률 쿠하엑 옐섭히 노력하

고， 하느닙올 풀게 맡으며， 하는 일의 성공율 회쿠(뼈·求)

하는 것입냐다.

무슨 얼이건· 연쿠와 이해와 훌풍한 의도(찮l圖)에 의해

서 결정(決定)히·여. 하느념의 발옵으로 혜냐깐마연 반드

시 좋운 결과찰 가져오는· 것 업나마.

「쿄란」에 발촬-하시기흩 ..어먼(일을) ‘켈정 지 었율째，하

느닝의 믿음에 너를 말기랴” 하셨읍니마.

신에 대한 성실한 믿옴윤 옐심히 얼하는 동71 (뼈熾)가

되는 것업나마. 그것은 우선 얼에 배한 결정을 하고냐연

북표랄성(션標違成)의 옳운 결을 가야하기 빼풀이며. 죠

울주(하느념)와펙 옳고 양심껴안 유대훌 맺게 됩 흐로써.

마옴의 평화와 만족감이 채위지는 것업니다. 그것은 어

째서 그러냐하변. 언간의 행불행(幸不幸)윤 오직 하느념

에 달려있는 것이므로(이스랍교의 정명판) 모든 얼에 근

샘파 불만 없 01 만족감:왈 갖고 얼할 수 있 71 혜품업니다.

6. 초|후심판잃(最後훌뼈j 日)흩 믿는다.

7. 부활(復·活)옳 믿는다.

오든 인간은 사후(死後). 영계(훌界)에서 부활(復活)하며，

신앞에 불러어냐가. 성판을 받으며， 잘았을 째의 행동에

따라 상파 벌-뚱 발읍1，..)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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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최후샘환의 신앙」은 인간은 쭉어 져셔l 상에 갔율해

하느님앞에 블리어 자치 행동의 책 임-올 셔야함-완 깨우쳐

좋녀다.

반약 언간의 행통 01 최후성판얼에 상벌이 가혀지지 않

는 것이라고 한다연 행동의 책 임야한 무의 01 (無意味~) 한

것이며 행동의 자유는? 그 중요성(훨要性)올 갖지 않는

것이 되는 것업니다. 그렇다연 덕앙(뽕짧)도 부도벅

(꺼:i홉薦)도 다흩 것이 없게 되며， 근연(動뺑)과 냐 E~ (懶

훈‘)가 똑갈계 취급휠 것야고. 누구도 션플 행하고 악용

풀려켈 동기 (11;빠)가 생겨냐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셰속젝안 목쩍얀올 추구하는 싹웅터옐친더1. 샤

빵이 옳고 바른 얼을 하게끔 채쩍질 하여주는 것이 바로

이 「최후심판얼」의 신앙인 것업니마.

죠 行

。1스함교의 기본교리는 신앙파 법률로 되에 었으며 01
롤 「七뺨 • 효行」이라고 항은 앞에서 말한바 있융니다.

그 뱅률(이스항훌)흩 이스항교의 살천사항이라고도 한연·
r七借· 죠行」윤 마치 수례의 2 개의 바퀴와도 잘은 것일

녀마.

01스함교의 법흩(샤리아)은 안간과 신과의 판계， 한

7)쭉예서 에1훗해셔 천언휴의 사회척판계 (麻슐的關係) 에

컬천 생활와 규뱀 (規範) 폴 소상허 정해놓은 것 업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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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랍교의 법률은(이스랍法. 샤리아) 옳은 인간， 행
복한 가족. 강력한 사회. 완천한 언간생활올 창조하자는
데 목적이 있읍나마.

이스랍법은 개 언에 판한 것을 tJl롯해서， 신의 숭배， 신
의 명 령 , 금기사항(禁룬、事項) 을 통해 곧은 걸올 가르치
고 있읍니다 r신의 숭배」는 신앙을 실천으로 옮기는 의
식(蘇式)의 수만(手段)업니다.

또한 신은 우리 눈에 보야는 것이건， 보이지 않는 것
이건， 마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붐이라는 것을 받음으
로 해서， 「신의숭배」는 인간의 사회척판계를 통솔하고았
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신념에서 옳은 걸로 행동하게 되
는 것 업니다. 실로， 「신의숭배」의식은·인간의 신파의 판
계와 사회척판계로 안도해주고 있융니다.

「신의 숭배 의식J- 이것올 이스랍교의 五추(五柱)라
고 합니다.

「심의 숭배 의식J ， 즉 「이스람교의 죠#효」란一

다음 다섯가지률 말합녀마.

그것은 이스랍교의 삼양올 실천으로 옮겨는 오대의무
(죠大義務) 입니다.

1 . 선왕의 고빽

즉 「알라외에 신은 없다. 우함맏은 얄라의 사로이다J
-이 것을 우스립은 아합원어 (原語)로 “라. 알라하 얼라
알라. 우함맏울 라술-알라”라고 소리내어 선언하는 것
업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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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배(사핫드)

3. 구번세(求훌規. 효|사글. 차핫트)

4. 단식(즉. 이스람 홈(흩|지라) 第 9 月(라마단뿔月)

1 개월동안)

5. 순려I (흑 하즈. 잃생어l 한번 멕카순례)

1 . 신앙의 고뼈

“알라외에 신은 없다. 마호멧윤 알라의 사도이다"

라 알라하 일라 얄라. 무함맛올 라술-알라J.

이 귀 절을 판천하게 발음하치 뭇하거냐 하지 않는 사

량은 무스럽야 훨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 귀철을 선언함에 “마호뱃은 알라의 사도이

마"r무함맛울 라술-알라.J 라는 귀 철은 빼고 선언하는

사랑은 무스렘 01 아넙니다. 왜냐하변 “알라외에 신은 없

다”는 선언하되 “마호뱃 윤 신의 사도이다”는 선언하지

않는다면 야스항교의 근본신앙을 파괴 혹은 말소시키려

는 불경최 (不敬罪) 가 되는 것이 기 해문입니다. 이러한

이단자(異端者)촬아 파키스탄 일각(一角)에 있가는 있었

읍니다만， 파키스탄정부는 근자에 와서 이를 쉴-법화 (γ、

法化)한바 있읍니다 즉 이들은 무스립이 아념올 법으로

제도화(制度化)하였읍니마.

2. 여| 배

1 얼 5 회의 예배뜰 말합니마. 예배는 신의 숭배의 가

창 중요한 의 식 (蘇式) 입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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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갑j JI. 여l 배뉴 예배전어l 꼭 우두(소정 :--/J 、 tV) 갚- 팍 _Jι

보아야하는데 “우두하지 않고 보는 예배는 신아 이-납 반

아드러시지 않는다”고 하였듯이 우푸는 펄수조건이여 우

두를 하지 않고 보는 예배는 무효업나다. 즉 예배가 아

넌 것입니다.

우두는 옴의 정결얼뿐 아니라， 마음익 성결야기도 합

니다.

그리i 성{볕)무함맏은(그에게 평화가 깃들게 하소서)

말하서렐 「정결은 신앙으l 반(半)이다」라고 하였읍니다

(r하뎌스J)'

가벡운 운동이 건강에 좋듯이 예 배는 혈색순환 (血續 fJ;정

覆)에도 좋-융니다.

예배는 여러가지 야 (利)로운 점이 많은데， 합동예배

(合同fL拜)는 단독예배(單獨fL拜)보다 27배익 보상윤 받

는다고 가르치고 있읍니다(죽어 저 세상에서 「최후의 삼

판」을 받올 해)

여l 배혜의 일렬횡 다1 (-列橫隊) 는 무스럼 ~-: 1 셜속(結束)

과 단결(團結)올 강화(彈化)해주며， 사랑파 형제새(兄‘휩

愛)의 마음 갖임올 북돋아 줍니다. 또한 반부~ (贊富) 의

차벌갑올 없애주고， 통치자 피통치자가 어깨롤 냐란히

한줄로 서서， 한 마음 한 방향으로(멕카를 향해) 예배룹

봄으로써， 신앞에는 만민평등(萬民平떻) 임올 살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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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효|사(톨홈)， 혹은 구번세(求쏠親-자카트)

「야스합의 五柱J (이스랑교의 五大義務)의 하냐안 자카

트는 자기 년수업(年J&入)의 2.5%률 회사금으로 내는것

올 말합니마.

이 작카트의 용도는 카난한 우스렴 모스크에서 종사

하는 사랍둘， 선교사엽 모스크건렵사엽풍에 쓰여집니다.

이 자카트는·허지라(이스랍홈)제 9 월안 단식성월 (斷

食聖月--라마단聖月)이끝냐는 파제일(罷奈日-
이-드

• 울 • 피들) 합동여l 배천에 l겁니다.

자카트는 하느넙과의 영척교류(靈的交流)률 밀접하게

하여주는 숭배의식(뿔拜薦式)의 하냐입니마.

「코란」은 자카트의 중요성을 예배와 판련시키어， 차카

트를 통하여 사회에 대한 의무는 신에 대한 의우엄올 채

닫게 한다 하였읍니다.

차카트는 신의 숭배 인 한편， 재 산올 정화(揮化)해 주

고， 신성하게 해 주고， 또한 자선(慧、善)의 마벅을 걸려

주며， 축재 (藝財)와 인색 (홉農)의 질환(훌愚)을 고쳐좋

니다 r코란」에 말씀하시기을 「너회들의 채물에서 회사

를 하라， 그러하여 너회둘의 재풀이 정화되고， 신성하게

되려냐 .J 하겼융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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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 식

우스럽은 라마단성월(뱉n) 에 단식하도록 영령이 내화
져 있읍니다.

〈라마단뿔月이란히지라(이스랑홉) 제 9 월이며 야달에
聖:iL란이 내 려 졌으므로 꽃.月 언 것 업 니 마. )
단식운 결단력 (決홉Jj ))) 을 걸러 주변 • 의 ~l (意志)를 강

화해 주고， 어려-웅-올 야셔내는 인내섭(忍、耐心)을걸러주
고 유혹(훌훌感)의 희생-불(橫性物)이 되지 않게 하여 줍니

다.

만식은 또한 굶주러 갚 형제들을 동정하고 폴는 lJ~옴

울 자아내어주으로， 단식은 정신적인 변(신앙) 만이 아
니라 사회척연에샤도- 이 (利)호용이 많운 것 입니마.

s. 순 례

얻는례는 건강파 기타 모은 사정이 허꽉되는 부스럼에게
만 의우이며， 일생에 한벤 성지 (뿔地) 멕카롤 순례합나
다.

「로란」에 얄씀하시기흘 “순례는 여행할 수있는 사랍의
의우이니라:’ 하셨읍냐아.

멕 카순례는 만만평둥， ~1 부색. 국척 , 빈푸의 차훌 초
4월하는 이스합의 강점 {홉，뭘)과. 무엇보다로 세계 우스렁
의 켈휴올 실증(몇룹正)하는 숭고하고 장엄한 이스랍의 대

진려 (.理) 업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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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례는 이스합 오대의우( Ii 太義務)의 제 5 벤째 의무입

니다.

우스립은 오배의우외에 지켜야할 계촬(械律)이 있는데

요약하연 r.:l옴파 같읍니 다.

1 . 급기 (훌훌훌、)

금추(禁灣)， 간옴(훌훌Y￥;). 死肉(사육)파 돼져고7) 롤 백

;xl 말것， 남의 동올 불법척(不法t현J) 으로 탑내져냐. 고려

빼금(商利寶金). 사71 (評澈〉흩 금하지 않으변 참푸스힘

야라 할수 없는 것업니다.

거잣말， 도덕질， 양박 (TEi윌) , 챔략(홉l홈) 풍 부도먹

한 짓율 금합녀다.

푸쳐(無혔])한 산황률중에
는 이와 갈은 책업윤 안간의

자유톨 쳐l 한하는 것 야 라고 안류롤 찰풋 이 끌고~ 71-는 사

합풀이 있율것업녀따. 그.려냐 야것용 진펴카 아념니다.

하냐냉윤 다만 육체쩍， 정신책， 사회껴요풍. 안칸에케 해

로운 것만율 픔하시는 갱냐다.

s;.한 사회의 」휴빼훌 7}-져율 모든 최롤 곰합녀봐.

2. 도 쩍

포흔 총파척책 엄 Jl1- 훈수..t~항 (훌守.횟} 과 좋빼 외씩 (It

*훌휠훌~)용 략 .x.벅파 얼 1렐한 판껴I롤 몇.:if.. 었융나봐.

철훌 도벅혼 여스항확 추훗률언 껏업녀마. 0빼옐차쭈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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맏은 늘 업버릇처램 말하기률 그의 사영의 추목적 (主目

的)은 선(善)올 일오키고 악(훨、)올 폰젤(根總)시키는 일
이라고 하였융니다 r하다스」에 이련 귀철이 있읍니다.

「냐는 」얀빽한 도덕올 세우도록 보내얘졌다 . .1고.

예 번 자무함맏은 자카트의 도덕 적 측변 (道德的測面) 을

확장(村‘張)해서 이렇게 말했읍니다 r너의 형제를 마소
(微笑)로 대함-은 자션아니라. .1 r옳운 일올 하도록 말해
주고 그-릇펀 일 앞 금함은 자션이니라 . .1‘ 「걸 잃은 사람의
걸올 안-내해좋은 자선야니라 . .1 r형제 풀그릇에 네 불올
채워줍은 자션이니라 . .1 r맹안(릅人)의 걸잡이률 하여 줌
윤 자션이니라 . .1

단식만 하더라도 단식의 도렉척원칙이 빠진 것이라면
그것은 아우 쓸모 없는 단지 「굶는 형식」에 지냐지 않는
것입니마. 예언자마호멧은 말하기률 「거칫말하기률 그만
두고 또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랍의 단식운 신에게 보

랑없는 것 A로 보이느냐라 . .1 하였융니다.
도덕 적 측변에서 볼빼 「순례」할빼는 격정 (激情)을 억

눌러야하고， 유혈사태 (流血事態)룰 금해야하고， 말과 챙
실이 순수해야하는 것업니마.

예연자마호엣에게 누가 야렇게 물었융나마 r가장 훌륭

한 신자(信者)는 어떤사랍안가요」라고. 그의 대답은 01
퍼하였읍니다 r가장 훌륭한 인격올 갖춘 사랍이나라」고.

한벤은 어느사랍이 여l 연자에게 。l 렇게 말하였읍나마.

「오 신의 사도여./ 어느 여인이 있는데 예배와 단식이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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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션을 질· 하는 사람으로 알려쳐 있읍니다. 그러냐 그녀

는 날카로운 혀로 이웃올 마음아프게 하였융나마·J 라고.

폐연자는 「그녀는 지옥으로 가리라」 하였읍니다.

그사랑은 예엔자에게 마시 이렇게 말 하였융니다 r또

이렌 여인야 있는데， 그녀는 예배와 단식을 하지 않오며.

말라빠진 치스를 자선야라고 줍니다 그러냐 그녀는 이

웃율 마음 상하게 한석 없읍나다. J 야에 예언자는 「그녀

는 천국에 가리라」 하였읍나마.

야상은 윤라도덕이 이스랑교에서 차지하는 예 (例)률

말해주고 있읍니다 윤리도펙은 신윷 섬기는 숭배의

영혼〈훌훌塊) 이며 핵심 (核心) 안 것 업니 다.

윤리도덕은 형제우스램에게딴 지키는 것이 아념니마.

모든 사함에 게 지 켜 야하는 것 업 니 다. 정 쩍 (正義) 는 모든

사랍에 케 정 의 여 야 쟁 의 인 것 입 니 다. 옳은 일이 한. 여 하

한 환경에서이건， 종교， 피부색， 민족의 구별없야 모든

사랍에게 옳은 일이어야 바로소 옳운 일안 것업냐략.

모든 행동변에서 윤리도덕울 지킬빼， 완전무결한 우스

럽‘의 귀감(훌훌훌)이화 활 것업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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