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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람， 그 기불윈리와 성격

1. 이슬할의 기본개요

이슬량교는 진리의 종교이다. 이슬랍은 초물추요 만물의

추넙이신 하느닙께서 인류률 안도하고자 계시하신 인간의

생활규뱀에 판한 주체척인 표현으호서의 종교이마.

인간은， 자치 삶의 올바른 발천을 ￥l 하여 두 가지 사항을

필요로 한다. 즉 첫째로， 생활을 유지시켜 나가고 개인파

사회의 물질척 요쿠률 충족.，( 1 켜 추는 요소바 그 하나요， 둘

째로. 개인적 사회척 행동원리에 판한 지식이니 이는 인간

에게 자기랄성을 가능케하고 인간생활에 있어서 정의와 형

온율 유치해 주는 것이다. 만물의 주언이신 알라껴l 서는 이

두가지 측면을 완천히 마련해 주셨다. 물질척 요쿠사항올

조달하고자 하느넙께서는 자연. 속에 온갖 것을 마련하시어

인간이 풋대로 이용하게끔 하셨다. 정신척 사회최 품화적

요구에 웅하여 하느념운 인간 가운데서 어l 언자들을 고르시

어 그률에게 I 인간을 「바른 걸」로 인도해 줄 생활규뱀을계

시하셨다. 이 생활규뱅이 곧 이슬랍교인즉 하느녕의 모든

예언·자들이 가르쳐온 바로 그 진리의 종교인 것이다. (註 CD)

알라께서 이르되 r너회들은 말할지어다 : 우리는 알라률

AR홉註) 혼δ| 일반 메스콤C에서나 확자롤이 쓰고있는 “일라빼” 이라

는 표현은 훌지 못흰 표현이다. “앓라(시lah) ..라 할은 하나님，

하느님， 빼. God 동율 아랍어로 표기한 것이다. 따라서 “알라

빼” 이란 표현은 “빼빼”이리는 同語反뺏的 오류톨 범하는 것이

다. 본 서적에서 쓰여친 “하나님? “하느님? “빼? “알라” 는 전부

동일 개늘·OJ율 맑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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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또한 알라께서 우리와 아브라함， 이스마옐， 이삭. 야

풍 그러고 이스라옐종족에커l 내 리신 계시률 믿A며 모세와

폐수 그리고 그 외 모든 예언자들에체 내리신 알라의 계시

률 믿는다고. 그러하여 우리는 모든 여l언자률을 동둥하게 혼

경하오며 알라껴l 엎드려 복종한다고. (쿠란 3 : 83. 2 : 136)J

또한 쿠란의 다른 장에 계시하시되 : r주께서는 너(오

무함맏이여)에게 진리로서의 성천율 계시하노니 이 성첸은

이전에 제시내렸던 우약의 율랩서와 신약의 복옴서률 다시

한밴 너회들에게 다짐하는 것이나라. 이것으로서 인류에게

지첨서가 되게하여， 옳고 그릎을 판단할 기준을 마련할지

니라. (쿠란 3 : 3 - 4) J

이 모듣 성서둘은 천인츄률 하느닝의 걸로 불러 들여 알

라에의 복종을 호소하는 것이었으며 이율 성서들은 하느넙

(알라)께서 보내신 동얼한 엣시지들올 전하는 같은 성걱올 지

난 것이나 이 성천들을 따르는 사랑들의 믿옴을 이슬랍이

라 하는 것이다.

이슬랍이란. 아랑어로 복종， 굴복i 순종을 뭇하는데. (註

@) 이는 알라에 대한 완천한 복종과 순종을 나타내고 있으

니 우리의 종교가 이슬랍이라고 블리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

는 것이다. 이슬랍이란 말은 또다른 뭇￡호 「평화」률 의미

하고 있으나 인간은 알라에의 복종파 순종올 흥하여 옴파

마음이 진정한 평화에 도달할 수 있마는 뭇이다. 그러한

순종의 삶을 영위함으호써 인간은 마옴의 명정을 얻고 넓게

는 사회에 진정한 평화를 확렵 시킬수 있는 것이다.

r알라률 믿고 항상 알라를 생 각하며 그 가운데 마옴의 휴

식을 찾는 자- 사랍 ~l 마음이 진정.:il. 휴식올 찾을 곳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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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 알라에게서 뿐이니라. 그리고 알라롤 섬겨 의홈게 행

동하는 ~l'둘은， 기쁨이 처률의 것이며 북펀 가정의 추언이

되 al 라. (쿠란 13 : 28-29) J

하느닝의 모듣 예언착플은 이 뱃시지률 가료쳤으며 사랍

들올 올바른 걸로 인도하였다. 그러나 인간은 율빠른 킬에

서 벗어냐기플 거둡했율 뿐 아니라 에언자둘이 천해 준 ;J:l

첨서안 율법들을 소철하거냐 왜곡하였던 것이마. 이련 이

유로 하느넙은 예언자들을 여혀 차례 안류에게 보내시어 그

들로 하여금 원래의 멧시지률 재정랩하고 언간을 바흔 길로

안도하도록 하셨다. 그 마지악 예언자가 바로 무함맏(그에

게 형화가 갓도소서) 인즉 그는 하느넙의 지청을 그 풍극

의 형태로 냐타내 보였￡며 그것이 영웬토록 보천되도륙

정러해 놓았반 것이다. 요늘날 우리 7t 이슬랍이라고 하는

것운 바로 이러한 지챔사항인 바 그것은 쿠란에 소중허 담

져진 내용파 예언자 무함말의 생활표본에서 쿠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슬랍의 기본개념은 만풀이 하느념에 의하여 찰초되었

다는 것이며， 하느닝은 아합어로 「알라」라고 명칭되어지는

데 그훈은 만유의 추언이시며 가장 높으신 훈이라는 것이

다. 하느념은 우주의 추인이시며 그 흩로 삼라만상율 유~l

하고 있다. 알라는 인간을 창초하여 각자에계 한정원 기간

동안 땅 위에서 삶올 영위해 냐카도록 하셨마. 알라는 에뻔

륙정한 생활규뱀을 인간에게 합당한 것으-로 영하였지만 그

와 동시에 이 규뱀을 실생활의 기초로 상율 것언가에 해한

선택의 자유률 언간에게 부여해 추었먼 것이마. 하느녕째셔

계시한 이 규뱀율 짜률 것율 택하는 자는 우슬립〈씌l :.tH 이

R
u



되고 01 률 거부하는 하는 카피르(불신자) 가 된다. 하느넘、

융 정직하게 믿고 하느념과 예연자 무함망(그에게 평화가

깃드소서)파 화합하여 믿음올 행하는 자는 누구냐 무슬럼

。， 될수있는 것이다. 알라에 대한 믿음은무슬립의 신출，

「찰리마(Kalimah)J 에 찰 요약되어 있다.

“라일라하 일할라 무함마투르 라슐톨라”

(알라 외에 다플 빼은 없E며 무함맏톨 그봄의 사도이

시다)

이 촬리마의 첫 부붐윤 「와히드 (Tawhid) : 하느넙의 유

얼성」의 개념율 냐타내고 있걷L며 둘째 쑤붐은 무함말(그봄

쩨 S영화가 깃드소서) 의 예언자척 직위률 확인하고 았다.

「따히드」는 하냐의 혁명척 개념A로서 0]슬항의 가르청의

푼본율 이루고 있다. 그것은 이 삼라만상악 주인이시며 가

장 높으신 하느념윤 만 한 붐 뿐업을 의미한다. 그는 천;;t1

천농하시고 안계신 풋이 없으며 셰체와 인츄률 부양해 냐가

는 붐이시마.

자연의 무진창한 창초력과 그 의미심장함， 그리고 도덕

책인 마역용 보천되고 사회에 해가 확는 것은 파멸되는 현

상들융 지켜 보노라연， 그 배후에는 끊엠없는 창조력율 지

니연셔 만유에 고루 스며드는 뭇이 있어 자벤현상이란다만

그 룻의 드러난 표현얼 쁨이라는 사질을 어쩌 결혼짓지 않

율 수 있겠는가? 팔없는 창풍어l 흩뿌려진 별률， 아홈다움

에 념쳐 효르든 자연의 광대한 파노라마， 이，;(1 러졌다 가늠

다시 차오르는 달의 현상， 계철에 확라 뻔하는 경이로웅

죠화， 이 모투가 세상에는 하냐쁨이신 하느념이 계시며 그

붐윤 바로 초풀주요 ，;(1 배자라는 사질윷 가리키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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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

조화를

조물주가없을

깃든 드높은 의지를느껴

이 우주가 경이봅고숨은 뜻이 없겠는가?

쓰여진 소설임을 발견하건데 그에

자연과 인간존재에

홍마잔진하게도

우주가 놀랍게도 흠 하나 없이 설계되어 있음을 목격하건데

그에 어찌 설계자가 없겠는가? 황홀한 아릅마움과

지나변서 운행되는 우주를 보건데 그에 어찌

수 있겠는가?

건데 그에 어쩌

저자가 없겠는가? 잔실로 알라께 서 말씀하시 기를

r오， 안류여 : 너희 주를 경배하라.‘ 주닝은 너회와

이전에 잘았던 모든 이를 창조하신 분일지니 너회는

너희

。l-.J;ι
끼 E

피할 수 있냐니라. 너회에게 휴식처로서 땅을 정해주고 지

하

비를

계시

。 λl-~
'-'0 ""2

먹여 상리는 자

하늘로부터

주 가운데에

붕덮개로서 하늘을 정해준 자 누二f인가?

내리사 과알을 자라게하여 너회를 풍요히

누구일까? 그러나 너희들 분별이 있거든 얄라암에

세우지 말지어다. (쿠란 2 : 21-22) J

이 것은 무함맏(그에게 평화가 깃드소서) 이 알라의

를 받아 인류로하여금 준수하도록 한 이슬람의 기본교의

로서 매우 중요한 형이상학척 관념을 암시하는 것일지 모르

나 우주의 수수께끼에 대답하는 걸인 것이다. 그것은 이 우

율법의 우월성파 삼라만상의 다양성 속에 숨어

있는 하느닝의 유일성을 가랴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느님의 유일성은 세계에 대한 통일된 견해를 제시해주는 근

。l
M제공하고대한천쳐l 에

。;z..-. 조망을

이 위대한 진라는 파학자와 철학자의 단펀적 견해를 비

거가 되고 있으며

마.

암흑속에서

교되지 않을 정도로 왜소케 만들고 있오며 안간의 눈

무엇이 참진리인가 하는 것을 명백히 부각시켜 주고

인간은 오랜 세월 동안 지리하고 어두운

양에

있다.

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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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의 방황올 계속해 왔다. 이제 안간은 이러한 개념의 진

리를 실현하기에 이르렀으나 현대의 파학적， 논리칙 사고

방식까지도 이 방향으로 움직여 냐가고 았다. (註@)

그러냐 이슬람윤 단순히 추상적 판념만운 아니다. 그것

은 마이나믹한 믿음이며 혁명적 교라이다. 그것윤 모든 인

간야 하냐이신 하느념의 띄조물이라는 사실올 뜻하는 바，

그러묘로 모든 인류는 평둥하다는 것이다. 유색인종차벌

이냐 계급， 종족 또는 국책에 대한 차벌의식은 근거가 없

으며 가공척인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차별의식은 인간

올 여l속상태에 얽매어 놓케했띤 암혹시대의 잔여물인 것이

다. 인류는 모듣 하느념의 한 가족이으로 여기에 어떤 제재

가 있을 수 없다. 인류는 하냐의 공동체이다. 그러묘로 유

산자와 무산자， 백언파 흑연， 아리아인종과 바아리아 언종，

서양안파 동양안 사이에 결코 차벌이 있을수 없다. 이슬랍

은 인류의 흥얼에 대한 혁명척 개념율 제공한다. 예언자무

함맏윤 천 인류률 하느넙의 말씀이라는 기반 위에 하4+로

통합하고 부활의 날에 인류률 구훤하커 위하여 이 세상에

내려보내진 것이다. 성 쿠란에 이르되 :

r알라의 맛줄올 견고히 붙들지니 너회들간에 서로 붐열

하지 말지어다. 너회들이 서로 척이 되었을 빼마마 너회들

모두에 대한 알라의 축복율 71 억할지나 : 진실로 알라께서

는 너회들을 사랑속에 살케하시고 그분의 자바로서 너회들

올 형제되게 하였음을 항상 71 억할지어다. (3 -103)

이러한 개념 역시 이 우주속에서의 인간의 위치률확실허

정해주고 있는 것이다. 즉 하느념운 조물추이시며 가장 높

으신 붐이마. 그러묘로 인간윤 이 지쿠상에서 하느넙의 대

ao



리자연 것에다· (註@) 이 러한 판념A로해 서 인간은 하느념

이 보내신 地上의 대리인이라는 높고 흔귀한 지위률 갖케

되고 그의 인생은 하느념의 풋올 땅위에 완성한다는 보마

높은 목척의식올 부여발는다. 이돗은 인간사회내의 모든

난제들올 해결해주고 새로운 철서를 확렵하여 마첨내 i영둥

파 정의와 평화와 벤영이 충만하는 세상을 이루계 필 것이

다.

이슬함의 출발첩은 하느님의 r 유얼성 (따히드(Tawhid)L

에 대한 믿음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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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언자의 지위와 未풋에의 은옴

「칼리마(Kalimah)J 의 둘째 부분은 하느념께서 익l간을 혼

자 잘아 냐가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영시해 주

고 있는 것이다. 하느닝껴l 서는 이들 안간들이 옳은 걸로 갈

수 있도록 계시를 내려 주셨고 이계시들은 여l 언자들을통하

여 언간에게 천달되어 왔는데 우함맏(그에게 평화까 깃드

소서)은 그 마지막 예언자였마. 그런 즉 예언자를 믿는다

는 것은 그의 멧시지를 믿고 그가 부여한 율법올 받아 들이

며 그가 가르천-행동규뱀을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으로， 이슬랍의 두번째 기본원리는 우함맏(그분께

평화가 깃드소서}이 예언자임을 받고 그가 제시한 종교를

받아 들일 것이며 그의 명령을 학르는 것이마.

쿠란에 의하변， 모든 예언자들은 하느넙의 주인되심이라

는 원칙과 예언자가 빼性의 원천으로서의 권위를 갖는다는

원칙위에서 안간과 하냐님과의 판계률 확렵하고자 노력해

왔던 것이마. 예언자들윤누쿠냐 이렇게 말해 왔다.

r냐는 지극히 신뢰밭을 만한 하느념의 사도업니다. 그러

나 하느넙체 모든 것올 맡기시오. 하느넙을 두려워하고 냐

에게 순종하시요」라고.(註@)

하느념의 지칩은 예언자들올 통해서 계시되었다. 예언자

들이 하느념의 지첨을 옴소 실천하며 바랍직한 영향A혹 사

회를 개혁해 냐가는 것이 바로 그들의 사명의 일쑤였던 것

이다. 예연자들은모두가 하느념의 대표들이지만 그률 역

시 인간흐로서 그둘의 인생은 인류률 위한 본보기였먼 것

이다. 무함맏(그에게 평화가 .소서)은 그 마지악 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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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기에 그의 생애는 인휴에게 풍극척인 본보기가 되는 것

이다. 그를 따른다는 것은 곧 최고 통치자의 대표라는 그

의 권위률 받아 들이는 것이며 사고와 행동에서 그의 모법

올 따르는 것을 의마한다. 행동규뱀은“사물의 옳음과 금지

펀 것 (하랄파 하랍 : Haral and Haram)"을 정 해 놓은 업

규인데 이는 하느념껴l 서 예연자를 통해서 부여해 주신 것으

로서 이것은 샤리아(Shariah) 로 알려져 있마. 예언자에

대한 신앙은 샤리아 즉 그가 천해준 인생의 걸올 받아들

일 것파 모든 인생챙로에서 그것을 이행해 나갈 것을 포함

한다. 이것이야말로 하느닝의 뭇을 땅 위에 실현시킬 수 있

는 길이며 방법언 것이다.(註@)그래서 성 주란에 이르기를.

r알라께서 보내신 모든 예언자들은 알라와의 약속올 충실

히 이행할 목척으로 이 세상에 보내졌느니라(쿠란. 4: 69b

최후의 예연자 무함맏에 판하여서도 다음파 같이 명료하

게 진술되어 있다.

r그러카 아니로다(오 우함맏이여) 네 주의 이릎으로， 그

들의 모든 논쟁에서 너률 최후의 중재자로 받아 들이고 그

들이 아무런 거리낌없이 충섬A로 너의 결정에 굴복한연후

에야 그들은 믿음을 갖게 되려라. (쿠란 4 : 65) J

한 언간이 하느닝파그 예언자률 진정한 믿음의 대상으

로 발아들였는가 하는 것은 그들어l 케 계시된 알라의 지침을

준수하느냐， 얀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r알라께서 계시하신대로 행동하지 않는 자들은 진실로 불

신자 알지 니 라. (쿠한 5 : 44) J

그려므로， 하느넙파 예연자 무함맏에 대한 신앙이 의 마

하는 바는， 하느넙파 예언자 우함맏에게 순종한다는 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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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개인척， 집단적 생활을 하느님과 예연자 무함맏께서 내

려주신 율법파 지천에 따라 생을 영위해 냐가야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의운이 야기될수 있는 것이다. 즉 율법을 춘수

하는 자와 이를 거부하는자가 동둥하게 생존할 수 있을 것

인가? 알라껴l 서는 이들 두 유형의 인간들을 같야 취급할

것안가 아니연 다르게 마룰것인가? 우리의 인간생활에서

행동파 태도를 달러 한마면 어떠한 결파를 초래하는 것인

가?

이는 우리에제 이슬람의 세 벤째 기본원리를 채시하고 있

는데 그것은 末世에 대한 맏음인 것이다.

이슬랑에 따르면 現世란 하냐의 심판파 시 련의 장소로서

연간은 그 안에서 유한하게 생존할 뿐인 것이다. 인간은 그

가 현세에서 행한 모든 행동의 기록들올 최후의 심판날에

진술해야 하는 것이다. 어느날 현세에서의 생애가 악을 내

리고 그 후에 새로운 세계가 부활되는 것이다. 인간은 그

가 행한 공석에 따라 보상밭거나 그가 져 ;(1 릎 악챙에 따라

벨받게 되는 것야며 이러한 모둔 섬관은 死後의 人生， 축

宋世에서 발생하는 컷이다. 현세에서 하느닙에게 순종의 삶

을 사논 자는 내세에서 영원한 챙복을 누릴 것이요 하느님

의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그 대가로 쓰뎌 쓴 형벌의 보상올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 쿠란에 말씀하시길 :

r하느님께서는 모든 안간의 행위를 기록하여 각자의 목둘

러l 에 매어 두었나나 최후의 심판날에 인간 각자에게 하나

의 기록서로 펼쳐 놓으리라 : “너회가 현세에서 행한 행동

의 기록을 읽을지나 이 최후의 심판날에 너회 자신에 대한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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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이 촬자는 너회들 샤신 분이니라. (푸란 17 : 13 - 14) J

r션행올 하는 자는 누구냐 그 열배로 보상밭을 것이요.

악챙을 행하는 자 누무냐 그에 합당한 징벨올 받올 것이니

알라껴l 서는 누구에게냐 공펑하느니라. (쿠란 6: 160)J

그러므로 이슬람 신앙의 기본 신조는 다음 세가지로요약

펀다.

(a) 하느닝의 유일성에 대한 신앙.

(b) 우함맏(그에게 평화가 깃드소서)의 예언자적 지휘와

그가 젠해준 하느념의 계시률 믿는 것.

(c) 훌世에서의 'to파 부활올 믿고 모듣 연간이 최후의 심

판날 하느넙 앞에서 심판올 받게 된다는 진실율 믿는 것이

다.

누구든 이 세가지의 信象를 받는자는 무슬럽인 것이다.

이 모든 개념은 「칼리마(Kalimah)J. 즉 “알라이외에 빼은

없고 무항말은 알라의 사도이시다”라는 귀절속에 요약되어

있는 켓이다.

qJ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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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슬람과의 몇가지 기본성격

「죠지 배냐드 쇼」는 다음파 같이 말한바 있다.

r냐는 항상 무함말의 종교률 그 놀라운 생동감으혹 인해

높이 명가한다. 냐에게는， 이슬랍교만이 인간존재의 변천

하는 양상에 통화력을 지나는 단 하나의 종교로서 어느 시

대에나 생생한 강동을 주는 것 ·같마. 냐는 무함맏 -이경이

의 인간-에 대하여 켠쿠했는데 냐의 견해로는 그가反크리

스도적 이기는 커녕 그야말로 인류의 우세주로 불리워야한

다. 우합맏과 같은 사랍이 현대에 홍치자로 궁립한다연 그

는 현대세계의 제운제률 해결하는데 성공하여 안류가 갈망

하는 평화와 행복을 실현할 것으로 밍어진다. 나는 우함맏

의 신앙이 내 일의 유럽사회에 받아철 것이라고 예언한바 있

는데 오늘날 벌써 그 조침이 보이고 있는 것이다. J (註CV)

품제는 이슬랑교의 성격이 도대체 어떻하걸래 과거와 현

대률 악혼하고 숱한 사랑이 믿고 따르는 호소력올 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마음의 내용들은 이슬랑교의 몇가지

주펀 성격에 관한 것이다.

1 ) 단순성， 합리성 그리고 싫천성

이슬량은 그 어떤 신 ~l 성도 배제하는 종교이다. 그 가르

칩은 단순하고 습득하기 쉬운 것이여 마신이나 비합리석믿

음이 천혀 없다. 하느넙의 유일성파 우함맏(평화가 그분께

깃드소서)의 예언자적 지위 그리고 米센에서의 부환에 대

한 받음이 이슬랍 선앙의 근간올 이룬다. 이러한 쉰架들은

이성과 건전한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마‘ 이슬람교의 모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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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유하고 있으나 단순하고 졸직한가브침은 그리한 기반에

유리펀현실로부터승려계급도，이뜰람교에서는것이마.

성혀l 와 의식도 없다. 누구냐 하복압마만한개념노，추상석

있으며 그 가르침을 실천에
ιA,느념의 뽕典에 직접 접할

옮걸 수 있는- 종교이 다.

기능올 일깨워 그 지능올 사

즉 인간으로 하여금 현실의 빛을통

하여 사울을 보도록- 명한다.

성쿠란은 모듣 언간에게 r오，

이슬랑교는 인간에게 이성의

용하도콕 권하고 있다.

냐의 지식이냐의 추넙./

권유한마.발전케 하소서 (20 : 114) J 라는 기도를 드리도옥

차

옷

뭇하는

쿠란은 얀언하기를 r有講者와 無識者 사이에는 엄 격한

그러고 r理性올 갖고도 이해

귀가 있어도 듣지

이 가 있느니라. (39: 9) J.

하며， 눈올 갖고도 보지 못하며.

자는 짐승만도 뭇하느니라(7 : 179)J 계시는「지

식을 가잔 자」와 「이해 력을 가잔자」에케만 전달될수

것」이며 (6 : 97) r지식을 갖춘자는 선행 또한 풍요하게

느니라J (2 : 269) 고 했던 것이다.

또한 쿠란은 f지도자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소양은

강인함이니라J(2 :247) 고 계시내리며 r 부지런

。I~
AI. τ=

쌓

r하느넙의

치식

하

파 육체적

히 지식올 쌓을지니 그 지식은 언간을 천사보마 우월케

리라.진실로 인간은 이 지쿠상의 모든 파죠물가운데 유일한

알라의 대리자이니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무함맏께서도 말씀하시기를，

r지식을 얻기 위해 가정올 혜냐는 자는 진살로 알라의 걸

올 걷는자이니라」

r지식의 추구는 모든 무슬링들의 의우이나라」

π“



r지식쏠 획득하라. 알라를 위한 지식을 습욕하는 것은- 바

로 경건을 행함이요 지식을 타인에게 천랄하는 것은 바로

알라에 대한 믿음을 냐타내 보이는 것이니라」

이렇듯 이슬랍은 미 신과 암흑에 파묻혀 었던 인간올지혜

와 광명의 세계로 나아가게 했던 것이다. ‘
마읍으로 이슬랍교는 실천적 종교로서 공허한 空理空談

을 배격한다. 이슬랍에 있어서의 신앙이란 단순한 신앙고

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활， 그 자체의 주요동기가

되는 것이마. 알라에 대한 믿음은 곧 의로운 행통을 수반

한다. 종교란 실천하는 것이지 단순히 업요로만 행하는 것

이 아니다. 그래서 쿠환은 다음과 같이 계시하고 었는 것

이다.

r하느념올 믿곡 의롭게 행동하는 자들에계는 현서}에서의

거쁨과 내써|에서의 축복이 보장되 e]라J (쿠란 13 : 29) 하셨

t::-t-.

그러고 예언자 무함말(평화가 그분께 깃드소서) 은 마음

파 같이 말한적이 있마.

r하느넘은 맏음이 행동에 옮겨지지 않으연 이률 받아 들

이지 않A시니라.그러고 행위가 받음과 부합하치 않을진떼

어 또한 수락하지 않으시 니 라」

빼푼어I 이슬람교는 단순하고 합리척이며 실천적인 종교

인 것이다.

2 ) 물질과 정심과의 합체 (合棒)

야슬랍의 독특한 특성은 인간생활을 물질파 청신이라는

화합할 수 없는 측면으호 분리시커지 않는마는 점이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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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란은 삶을 부정하쓴 것이 아니라 삶의 완성을

슬람교는 금욕주의를 신봉-하지 않으므호 언간에게

인 것을 피하라고 요구하지 않쓴마. 이슬랑교는 헨실을

가함으포M-l 가 아니라 생환으l 거치른 세파를 극복하여 경건

인간에게 정신석 고양에 다마를 수 있다

쿠란은 우-리에게

뜻한마. 이

물질적

포

허 잘아나감으로써

다는 것을 가르치고 주장하는 종교이다.

우리에

음과 같이 기도할 젓윷 권한마.

현세와 내세에 유약한 것을r우리 주념이시여./

게 내 려 주소서 (쿠란 2 : 201) J

대해

만 한도(절

알라께서는 그익 은혜로운 축복을 거부하는 자들에

마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r (져들에게) 말할지어다. 너회는 누구의 명으로， 하느닝

께서 그으1 백성을 위하여 창조하신 즐거움을 부인했으며，

너회를 위하여 만드신 저 유악한 것들을 먹고 사용하기를

거부했는가? (쿠란 7 : 32)J

이슬람교의 강령은 이퍼하마 r먹고 마시라，

제와 품위의 한계)를 념지 말지어마. (쿠란 7 : 31) J

성예언자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현실의 와중에서 잘아 냐가면서，

내는 사람은 세상을 둥지고 잘면서

참을

그에게

뇌고는오쳐닥

성있게 견뎌어

자이니

그리고 부언하기를

r단식을 하되 적당한 시기에 이를 중얀하라. 그리고 밤에

는 정성을 다하여 기도 드리고는 잠 잘지어다- 왜냐하면

육신 역시 제냐릎의 권려를 지니고 있으며 네 눈 또한

?t1,
i

떨어 전 부망함을 참지 못하는 사람보다 훤 엔 냐은

E뻐 하셨마.

너희



제냐픔의 권 e! 블 갖고 있기 때운이니라. 그러고 너의 아내

는 너에게 당연히 요쿠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너를 방운하

는 자 역시 제 냐름의 당연한 권리률 지니고 있느니라j

또한 다음파 같이 말한 바도 있마.

r 믿는 자들은 마음 세 가지 사항을 지킬지어마/J

(a) 자신이 풍색할혜라도 냥을 도울것.

(b) 모든 인류의 평화를 위하여 열심으로 71도할 것.

(c) 자기 자신에 대하여 반성할 것.

그러므로 이슬랑교는 물질적인 것파 정선적인 것. 세속적

인 것과 영적인 것 사이에 어떠한 분리도 인정하지 않으

며 인간이 그의 모든 정력옹 기울여 건강하고 덕있는 언생

가반을 확랩할 것올 영한다. 이슬랑교는 정신과 물질의 힘

이 서로 융합되어야 하며 정산적 쿠원이란 물철척 자원을

인간의 이익을 위하여 정당히 사용함으로썩 이루어지는 것

이지 결코 금욕생활이라든가. 인생의 험난한 도천을 효l 펴

항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념올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인류는 지금껏 지냐~l 게 얼방적인 현견에 지우쳤던 종교

와 이데올호기들올 많이도 겪어왔다. 어떤 종교들은 생의

정신적 측연반을 강조하여 물질척이고 헨세척인 국연을 무

시해 버 렌 바 있마. 그러한 종교는 짧世률 하-냐의 ~J影 내

지는 속임수 또는 함정으로 7!주해 왔마.

반면에 물질적 이데올로기는· 생의 정신척 측연을 완전히

우시하여 야를 허쿠와 상상의 세계로 추방하였다. 양쪽이

모두 불행을 초래하여 급기야는 인류에게서 형화와 만족과

평온올 빼앗아 갔던 것이다. 오늘날에도 동서 양대 진영사

이의 불균형은 여전하다. 프랑스의 과학자 「드 · 브로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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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다음파 같이 피력한바 있다.

• r지냐천 물철운영에는 그 본래의 위험이 있으니 이는 바

로 운명 그 자쳐l 이다. 그것은 정신생활의 발전이 그에 대웅

하여 요구되는 균형을 유지하지 웃하게 휠 빼에 생기는 불

균형이다」

기독교는 하냐의 극단으로 지우천 과오률 뱀했다. 현대

서구운영은 세속척 자본주의척 반주주의와 마르크시스트척

사회주의의 변천， 대 렵속에서 각기 다흔 극단적 국연~료

줄달음치고 있는 것이다.

「스낼」 경은 다옴과 같은 말을 했마.

r우리는 겉보기에 잘 조화된 건축물을 세웠으냐 내부철

서라는 본철척 요구률 둥한시했마. 우리는 세심하게 머자·

인하고 장식하여서 컵의 바껄흑L붐은 깨꿋이 찰 만들었￡냐

컵의 내부는 착취와 영여로 채워져 있다. 우리는 늘어냐는

지식파 힘을 사용하여 육체의 안락올 얻었으냐 우리의 정신

은 빈곤가운데 버려져 있을 뿐이다J (註@)

이슬람교는 인생의 이 러한 두가지 양상 -물절적인 것과

정신척인 것을 목표로 삼고 있마. 이슬랍교는 말하커률 이

세상 만물은 모두가 안간올 위한 것이지만 이률 향유하기

위해 인간자체가 보마 높은 옥척을 위하여 혼재하지 않으연

안된마. 여기서의 목적이란 윤리와 바흔질서를 확립하여

하느닝의 뜻이 이루어철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슬랍의

가르첨은 정신척 요구와 마찬가지로 연간의 물질척 요구

또한 충족시킨다. 이슬람교는 연간에게 그의 영혼을 정화

시킬 것. 또한 그의 일상생활·올 개인과 사회라는 양 측연에

서 개핵할 것올 명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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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 하여 권력에 대해서는 정의외 우월율 그러고 악에 대해

서는 ‘’ l 덕의 우월을 확럽시킬 것융 강초하는 것이아. 그러한

효 이슬랑교는 중용융 냐타내며 공정한 사회에 봉사하는

윤리씩 인깐의 배출율 그 목표로 삼는다.

3 ) 왼벽합 생활양식

이슬랍교는 왜욕된 뭇으로 그 척용뱅위률 인간의 사생활

에냐 두는 명엄한 종교가 아니다. 그것은 완천한 생활양식

으갚서 인간혼재의 모든 붐야어l 걸쳐서 그 척용뱀위률펴고

있냐. 이슬랍교는 모든 엔생행로에 지챔을 제공하는 종교

익l 바 개인파 사회， 물철과 정신. 경제적. 정치켜. 法的，운

화석， 국가적. 국제썩둥 모든 연에 걸쳐 하냐의 지첨을 제

시해준다.주란은 인간이 아무렌 조건없이 이슬랍세계에 들

어 올 것파 모든 인생행로에서 하느념의 인도률 발을 것을

영한다. (Jt@)

종교가 인간의 사생팔만을 제한하여 종교의 사회 적 운화

적 역할률 무효화시컸던 시철은 사실 불행한 시대였다. 헨

대에와서 종교가 쇠퇴해 가는 원인중 아마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종교가 인간의 사생환만올 제어하는 것으로 후퇴해

버런 점이리라. 어떤 현대 철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r 기독교는 우려에케 하느넙익 것파 「시이져」의 것을 쿠

멸하라고 요구한마. 이 두가지흘 공정허 분러한다연 세속

석인 것파 종교척인 것올 둘다 욕되케 하는 것이다. 천쟁의

암운이 우리를 내려 덮고 산엽경쟁이 사회평화를 위협하는

데도 종교률 신봉한다는 자가 양심에 거리껍을 받지 않는

다연 그러한 종교는 가치가 없는 것이다. 기독교는 하냐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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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것과 시이져의 것율 붐러시킴으효써 인간의 사회책 양심

파 도덕적 감각올 약화시킨 것이다」

이슬람교는 종교의 이러한 판념을 천척으로 님l 난 하면서

우리 종교가 영혼의 정화와 함께 사회의 개혁과 재푸성율

목표로하고 있다는 점올 명백히 진술하고 있으니 쿠란의 다

음 귀젤에서 이것은 명쾌히 풀어냐고 있는 것이다.

r우려들은 잔실로 사도들을 명백한 증거률 갖추어 서l상에

보내었냐니 그들올 통하여 경전파 명형(즉， 정의률 확랩활

권우])올 계시하여 모든 인류가 정의와 율바른 규뱅율 ~l 카

도록 했느니라， 또한 알라껴l 서는 악강한 험이 깃듣 쇠 (즉

1;1(;1;1] }J) 를 보이셨으나 많은 사랍들이 이률 안류에 유익하

게 사용하는도다. 알라께서는 하느념과 그가 보내신사도률

도우는 자를 숨어 서 지 켜 보시 는도다. (쿠란 57 : 25)J

r모든 율법은 알라 외에 그 누우률 위한 것도 아널지니

너회들은 알라를 섭겨야 하느니라. 그것이 곧 바른 걸이호

다. (주란 12:40)J

r무슬럼틀이란 알라껴l 서 그 힘을 내려주사 예배와자선율

행하며， 미덕을 권장하며 악올 급하는 자들이니라.(푸란 22

: 41) J

성 셰익1 사껴l 서도 말」얀하시걸 :

r 너회는 각 자가 모두 파수푼이요， 목동일~l 니. 너회 우

리뜰이 잘 있는지 항상 불어 올 사랍들이 있을 것이니라.

그런즉 한 냐라의 지도자는 그 백성들의 안녕에 대하여 물

음올 받을 것이로마. 모든 사람이 마 그 집안을 보호하는

양치 71 이니 그 가족성원 가운데서 누구률 지석하여 그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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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풀율 것인가? 여언을윤 누구냐 그 낚펀의 가정올 치키

는 북자이니 가족 모투의 안녕융 염두에 투어야 하느니라.

또한 종들윤 그 주인율 치키는 자이니 주인의 재산율 소중

허 판리해야 하느니라」 라 하셨다.

지금까지 살혀본 이 러한 간략한 :iZ.활에도 불쿠하고 이솔

량은 생활의 모든 양식에 걸쳐셔 그리고 인간혼재의 모든

혹변에 있어서 악마의힘이횡행할여빼율 냥끼지 않고 었다

는 것이 명빽한 것이다.(註@)

4 ) 개인과 사획와의 쪼화

이슬랑교의 또 하냐외 혹칭윤 개언추의와 집단추의 간에

명형율 확립하고 있마는 챔야마. 이슬랍교는 인간의 개성

율 믿으며 하느넘앞에서는 누푸냐 개인척4로 책엄있는 혼

채라는 것율 주장한마. 이솔랍교는 개언의 기본권리률 보

장하며 그 누구도 이흩 간성하도륙 혜용치 않는다. 개성의

륙륙한 발천율 이솔랍교육의 제얼 육표의 하냐로 삼고 있는

것이아. 이솔랍윤 혼t슐냐 국가률 위해셔 자신의 개성율 상

켈하는 것율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성 주란에 말씀하시킬 :

r언깐윤 오칙 그 스스로률 위해 투쟁해야 하느니라J (주

란 53 : 39) J

r너회가 발는 오듣 고흥은 너회 스스로가 만든 것이니

라j

f언간이 먼저 그률외 섬중에 있는 것율 벤화시키지 않는

한 알라껴l 셔는 그률외 초건율 변화시키지 않는도다J (주란

13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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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느냐

(쿠

하느

r알라께서는 인간에게 능-딱이상 ζl 심을 지워수지

인간은 자신이 얻은 바보‘얀히-기도 하.i..!.. 해납기도

니라J (쿠란 2 : 286)

r 인간 각자는 사신의 행동에 책 임올 져야 하느니라」

란 28 : 55)

니

반변에 이슬람운 인간의 사회석 책임감을 얼깨워주고

효l 나 국가속에 인간을 조직화시키으로서 인간 각자가 사회

적 선행을 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마. 이슬랍의 금요합

동예배는 무슬립간에 지켜야 할 사회석 원척들을

는 것이다. 그러고 모든 무슬림은 자션을 베풀게 되어 있는

데 쿠란은 이점올 r자선올 베부는 자냐 자션을 베풀어 밭는

자냐 각자의 부를 축적할 권리가 있다J (쿠란 51 : 19) 고 영

사

냐타내추

백히 하고 있다.

「聖戰 (Jihad) J 윤 경우에 따라서 이슬랍과 이슬랑 국가률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옥숨까지도 바친다는 으l 마하는것올

성 예언자에 껴!서 말씀하

자신의

시기를，

r모둔 인류는 한 울타리안의 구성원인 바 각자는

집단에 대해 파수꾼이 되고 목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것으호 무슬림의 의무인 것이다-

생환할지나 서로 반목하지 말;tJ 어다. 타인들

에게 이로움올 베풀고 타인이 행하는 일를 방해해서는 안되

r협조하며

쥬;

느니라」

r그의 이웃이 굶추리는데 자신의 배만을 채우는 자는

信者이니라」

r알라률 믿는 자는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률 끼치지 않

는 자이니라」라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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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데 이슬랑은 개인이냐 사회를 소홀히 다부지 않는마.

오히려 이슬랍은 개인과 사회를 균형있게 조화관게 만드며

이러한 것을 위한 석철한 의무플 부여하는 것이마· (쉰:.QD)

5 ) 보편성과 휴매니률

이슬랑의 뱃세지는 전 인류틀 위한 것이마. 이슬함에 있

어서 알라는 온 우주의 주인으로서의 하느넙올 뜻한다

(쿠란 1: 1) 그러고 에언자 무함맏 역시 인뷰 전체률위한

하느넙의 사로인 것이마. 주란에 계시되 기뜰，

r오.' 사랑들아.' 냐는 너회들 모두에게 보내진 알라의

사도이니라J (주란 7 : 158)

r냐는 모든 종족들에게 하냐의 경고로서 이 세상에 냐왔

느니라J (쿠란 25: 1) 그리고 rt갈라껴l 서는 너. 무함맏올

온 인류에계 자 til 률 베푸는 원천으로서 이 세상에 내보내

셨느니라J (주란 21 : 107) 하셨다.

이슬랍에서는 피부색. 언어. 종족이냐 국척에 판껴1 없이

모둔 인간이 평둥하마는것을 강￡한다. 이슬랍은 이러한 인

류의 영둥사상을 인간의 양심에 호소하고 종족. 지위 그리

고 부(홉)에서 야기되는 기얀에 찬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

는 것이마. 물혼 이러한 장백들은 과거에도 존재해 왔고오

늘날과 같이 開明펀 현대사회에서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슬랑은 이러한 현상올 제거하고 천체언간이하느

넙의 한가족이 되도록 하는 이상올 추구하고 있는 것이마.

그래서 성 예언자 무항맏껴l 서 말쓴하시기-블，

r 하느넙의 모든 파조물들은 한 가족을 이툴지나 그 J:l l 조

물을을 가장 아끼는 자는 곧 하느닝으|총애률 받눈 자이니라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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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명파 우주만물의 주념이시여./ 오

든 인간은 서로가 한 형거l 임을 당신께 선언하수능

r하느넘올 숭배하고 그분의 가족뜰(인간뜰)에게

베풀지어마」 하셨다.

바입니다」

사랑을

r오 주념이시여/

국제석있어서 마분히이슬람은 그 내용이나 접근방법에

이슬랑은 우함맏(그분에 평화가 깃드소서)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세계에서도 각기 마흔 형태품 극성을 부리

고 있는 펴부색， 이념， 혈통이나 영동에 바탕올 둔 차별주

의를 연정하치 않는 것이다. 이슬랍은 안류 천체가 하냐의

이다.

사회

교훈은

이슬랍은

도덕적

이슬

깃빨아래 통합할 것을 희망하며 상호 경쟁과 불화속에서 고

풍받고 있는 세계에 생명파 희망과 영광된 미래를약속하는

하느넘의 말씀을 천하고 있는 것이마.

역사가 「아놓드 호안벼」는 그의 「심판대 위의 역사」라는

저서에서 이점에 판해 아주 흥미있는 발언올 하고 있마.

r오늘날 서구사회의 세계동포애적 플로레타리아트 (서구

인올 지칭함)둘이 당연하고 있는 가장 영백한 위기의 두 원

천 -즉 심리적， 물질적 원천-은 다음아난 종족차별 의식

과 알콜리즘인 것이다. 이러한 누 가지 악의 원천파 대항하

、 여 투쟁하는데 있어서 모뱀이 될만한 감揚펀 도덕석，

척， 사회적 가치률 제시해 준 것은 다름아닌 이슬랍정신인

것이마」

r무슬립들간에 종족의식올 소멸케 한 이슬량의

지금까지 이 宗I!J..가 이욱해 놓윤 가장 괄목할만한

성추1 ~l 하나인 것이다.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이러한

랍의 포교가 절박하게 여겨질 때가 종종 있다.

판용과 평화의 정신i로 이러한 종족의식을 .원만히 해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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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냐가므로서 현대에 알맞는 종교로 재인식되 있화 것이마』

의 원주민들에게

『서구인들의 장사속은 「술」이라고 하는 악덕을 열대지방

가져다 주었고 이것은 이플 주민들에 대한

최악의 사회석 혼돈을 야기시컸던 것이마. 사실상 이러한

사회적 악덕은 정치지도자의 외석 권위만으로는 여l 방펄 -"
I

。-1-'=::
닝J.，，-c 것이다. 그것은 오직 만중뜰 스스로가 자신뜰 9)

속에서 각성하고 자발석으호 야를 제 거하려뉴 해방에의 조L

쿠와 의지없이는 불가능-한 젓이다. 오늘날 소우1 r 앵끌5:.--

섹슨」族 출신의 서구 정치지도자쓸은 종족차별악식에 기초

한 「백색민족」의 우월감 때문에 그뜰으l 이웃들로부터 정신

적인 소외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유재。1 조。-, -\~ 0 - 이웃·둡

을 서구연들의 펀에 설 수 있도록 하기에는 아직 그 서구정

치 지도자들의 능력이 익성스러운 젓이마. 아마 이 간1 한 정

신적 괴리를 메꾸어

람일 것이다』

주는데 추조 。j 호L ‘직L 효~ ......二
L- -, - i츠"2. T:즈!

。 1 土;
AJ.‘ L 것은이슬

『서구운영은 극히 최근에 급속노로 개방된 중동지역에 경

제적 정치적 풍요를 가져왔던 동시에 사회석， 정신적

백상태를 야기시켰 r간 것이다」

r여기서 이슬람은 서구사회의 세계동포애석 프로레타리

아트둡에게 두개의 가치 있는 교훈(차별의식의 배제와

주)을 심어주고 。 1 조二
/、" L•-

젓이다. 먼 장래에 언젠가는 이슬람

이 세계익 운영을 구원하는데 결정석연 공헌을 하게 도l
f즈

켜
/'、

이라 하는 것을 부언할 수 없는 것이마J (註@)

6 ) 영윈과 변화

영원과 변화라는 두 측면은 인간사회와 문화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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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이마. 각기 다릎 이념을과 문화체계들은 이감{한

영원과 변화라는 두 측연중 어느 하나에만 치우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영원에의 지냐천 강조는 사회체계를영격하게

하여유연성파발천성올 상실케할 우려가 있으며 반변에 영

쿠적얀 가치익 결여는 도덕적 상대주의와 무기력함. 그러

고 무정부주의률 낳기 쉬운 것이다.

우리 연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양자간의 조화와 균형언

것이다. 즉 영원한 가치와 변화하는 핸실올 동시에 만족시

킬수 있는 체계률 이루어야 하뉴 것이다. 미국의 r 져스터

스 카프로도조」판사는 마음과 같이 말 한 적이 있다 r현대

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정과 발천사이에서

발생하는 잘둥을 초정하고 성장의 원칙을 제공해 줄 수 있

는 철학이다J (註@). 이슬람은 바로 안정과 변화라는 투

측변의 요쿠들올 충족시켜 주는 하나의 이념쳐l 계연 젓이냐.

우리 인생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변 거 71 에는 영원과

변화라는 요소가 혼재하고 었음올 발견하게 펀마. 그렌데

우리의 언생은 어떠한 변화도 거부하려만람 완고하지도 않

o 며 그렇마고 지냐~j 거l 유연척이어서 자신의 독자척인 개

성조차 형성하지 뭇할 정도는 아닌 것이다. 01 러한 현상은

언체(人1*)의 생리작용과 바교해 볼 때 명백해 진마， 인체

의 각 세포조직은 얼생동안 숱하게 변화하지만 사랑은초금

도 변화하지 않는 것과 유사한 것이마. 한 냐무의 잎사귀.

꽃 그러고 열매는 변하지만 냐무의 성격은 변하지 않는 법

이다. 짜라서 영원파 변화라는 두 요소가 조화로운 평형상

태에서 공존해야 한다는 것운 하냐의 익l생법칙인 것이마.

오칙 이러한 공혼상태만이 인간성과 안간사회의 요쿠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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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시켜 줄수 있는 것이마. 언생의 기본문제는 연령과 환경

에 판계없이 동일하냐 시간이 변화함에 따라 이 문제를 해

결하는 방법파 기술은 마르게 되는 것이마. 이슬합은 이러

한 운제에 그 훗첨올 투는 동시에 이릎 현실적엔 방법으로

해결하려 애쓰고 있는 것이마.

루한파 순나 (Sunnah， 사노 무함맏으l 천홍) 는· 이 우주의

창초주이신 알라께서 주신 영원한 진리를 포용하고 있는 것

이다. 이 신리에의 지칩은 시간파 공간올 초월한 절대자이

신 「알라」로 부터 계시되어 진 것으로 개인과 사회의 행동

규뱅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진리는 진실로현

실척야며동시에 영원한 것이마. 그러냐「알라」께서는 오

직 굵칙한 훤칙률만 계시내려 언간괄로 하여금 각자의 시

대와 상황에 짜라 이률 척절히 썩용하도록 했던 것이다. 각

시대의 인깐들이 자기 시대의 품제률을 해켈함에 있어서

이러한 알라의 성스련 계시률 척첼히 보완， 적용하는 것은

「이즈타하드 (Ijtihad) J 라는 수단율 흥해서이다. 따라서 이

알라의 커본척인 계시는 영훤한 것이여 그러고 그의 현실

적인 책용방법은 각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다. 바로 여

커에 이슬랑이 항상 아첨햇살처럽 신선하며 현대성을 유지

하는 소아가 있는 것이다.

7 ) 완벽하게 보존됨 교훌륙

끝으로 밝히고자 하는 야슬랑의 성 척은 이슬랑의 모든

교훈률이 훤래상태대로 보좀훤 한권의 서척. 즉 성 쿠란에

답져있다는 것이다. 성 주란윤 알라껴l 서 계시내련성천(뿔

典)~로 .'1:1 난 1400년간 초픔의 수정， 첨삭도 없이 보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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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오고 있는 것이마. 또한 이슬랍의 예언자， 무합맏 91 생

젠 가록 역시 그 원래 형태대로 잘 보좀되어 있마. 이 에언

자 무함만의 언행록(言行훌훌)과 역사최 사설 역시 한푼어

치의 수정， 첩삭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우함맏

의 언행뜰은 「하뎌쓰 (Hadith) J 와 「시라(Sirah)J 라는 저술

들속에서 유래률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고 정교하

게 묘사되어져 있는 것。l 다.심지어 다수의 배 우슬립 형휴가

들까지도 이점올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레이놀드 A.

니콜슨 교수는 그의 「아합文좋史」에서 마음과 같이 언급하

고 있다.

r쿠란은 우함말과 그의 외적 생활파의 관계률 아주 생생

히 반영해 놓은 놀활만한 인츄의 文棒인 것이다. 그래서

쿠란파 하다쓰만큼 이슬랑의 초기발천상올 연쿠하는데 귀

중한 자료는 없마. 이점은 불교냐 가독교 그러고 여타 古

代 종교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현상인 것이마J (註앵)

이제까지 언급해놓은 사항들은 이슬랍이 지니고 있는 특

성플의 일부에 지 냐지 않는다. 그리고 이 러한 사항들은 천

인류에게 이슬랑이 짜t\::와 未米으 l 종교라는 확증을 싱 어주

는 것이다. 바로 이 째문에 과거와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슬랍을 진리와 인뷰를 위한 옳은 걸올 제시해 주는 종교

로 간주해 왔띤 것이다. 그러고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계

속휠 것이다‘ 정결한 마음파 잔랴에의 진지한 열망을 가진

모는 인간들은 마음파 같은 신앙의 선언올 계속할 것이마.

r나는 앓라이외에 다른 신이 없고 그룬께서는 어떠한 톨

반자도 가지지 않으심올 선언하나이다. 그러고 나는 무함

맏은 그룬의 사도이자 예언자임을 선언하나이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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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훌 g효

양 1) 쿠란αI r윌리껴|서 루홈맡예게 계시하월 : 노m. 아브라활. 모세. 그리

고 이l수예케 계시 내렀던 블!용. 흑 ‘밑율를 갖되 그 밑를안이|서 톨얼혀

XI 밑지어다”라고 명하시었도다 J (쿠한 42: 13)라고 되어 없다.

암 2) 01훌림01란 월온 SILM(시를이라고 밑률된다)01란 어원이|서 나웠다.

측 첫찌 의미는 ”횡록한다”는 훗으로 oslamo amra빼 예a Allah는 자기의

주장를 하느님에게 밑킨다. 또는 자신흩 신의 의사이| 밑긴다랴는 훗이

다. “아스라마”란 단어는 ‘신의 의사어| 자신를 밑컸다 또는 무슬링이

되었다”라는 것몰 의미한다.

SILM으| 또 다혼 의미는 ‘서로 화활빼라， 뿔화톨 유지하라”이다. 50'

1m 윤 명화톨 의미힌다. 따라서 Silm (시를)온 이슬링종교톨 의미힌다.

앓 3) Francis Maton (E ’ d) TIw Great Oeligπ D빠*αtho

합 4) 성쿠란 2: 30.......39

압 5) 성루란 26: 107-108. 110: 125-126. 131.: 143-144. 150: 162-163.
178-179.

註 6) 모든 다롤 어|언자와 마찬가지로 이|수도 톨밑흰 메시지톨 제시하였다.

이킷온 그가 “당신의 왕국이 도래하였나이다. 달신의 훗이 하늘이|서 와

처럼 지상에서도 이루어훌 킷이로다”라고 밑훨때 의도하였던 것이다.신

와 마태록용 6장10철

합 7) G. B. 5뼈W， The Geruine I,lam, S씨~pof. vol I , No.8. ’936

앓 8) Lord Snell. rlw New Wor님. W，며t. & Co.. Lor넙on 1947. P. 11

註 9) 성쿠란 2: 208
앓10) 이슬링 생톨양식의 다톨 面예 ~-t률 보다 더 왼천흰 얻구는 다훌 빽를

보라 : Mawd뼈i. Abu! Alta. r "Icmκ Law a써 CONtit‘.ltionJ (Lahore: Islamic

pφlications LId.. 1960) :Mawdtdi. r Islamic Way of Lif.J L쩌톨r.. 1967 :

Ktushid Ahmad , (editor) r Stud. In tlw Fam‘Iy Law of Islam , tC.arachiJ , 1960;

Ktushid Ahmad. r Fanily Lif. In IsIamJ. L__t. : I ‘Ianκ F。‘’녕.tloκ 197";

Siddiqui. M. B. , rS。빼 A‘peets of tt. Islamic E∞namy J. LoI톨’‘ 1970:

Chopra. M. U. , r E∞nomic 5ystem혀 |‘IamJ. Karo빼 : U에’I‘Ity of tC.Qfoc:hl.

1971

앓1 1) 故 H. A. R. Gibb 교수가 열마전α| 뭘했던 것흩 여기서 상기빼 보는 것

01 훌훌런 AI 모를다.

“西~U흉어|서 01훌림온 양극화된 양CH진명의 관혈를 유지하고 었다.

유럽 민쭉주의 무철서와 러시아 공산추의의 초직화와는 반대로 2.W
의 유럽과 러시아의 혹징인 경제적묘| 面어I I휠를도l어 었지 않다.

01러한 01냉톨의 사회윤리적 촉면윤 Massignon교수에 의하여 다률과

월01 톨톨하게 요약흰바 있다. r이솥힘온 사회에 財훌를 획보하기 우|혜

모든 사릴의 헌금를 월둥하거l 거두어 톨01는 훌굶를 지니고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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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매석과 글훌고} 샘톨필수를이l 대흔l 간절셔|톨 용닙하지 않으나 父와

홈1톨의 .. fl1. f1..휠없훌. Jot용률AI없플를 를벌δ| 용호힌다 01런 뭘‘예서

또힌 01흩링은 부르죠아의 자본추의와 톨셰비키적 ~훌主훌의 中nn t효

톨톨 차AI 하고 2l약는 킷이다』

r그러나 01.힘온 A팀의 *훌이| 더욱 더 공헌를 빼웠다. 이슬힐온흩

국 서양보다는 톨양이l 더 가까루며 A톨 相효삐의 f톨혔와 없助톨 톨빼

하는 fLit를 갖고 있다. 어떤 션용도 이흩힘만큼 수많온 각양각색의 요|

휴의 i얻f효. 얘톨흘. 영양力톨 :sp:훌훌하게 대루히는더| 성공한 例는 없다.

이슬힘은 룬명δ| 화힐확 수 없는 윈휴와 전톨를 조화시키는 힘를 가

지고 있다. 만약 I뭘진영의 처효이 빼빼이l 외하여 代톨월 수 있다면

이흩힘의 풍재는 무한하게 가AI가 없는 것이다. 이흩힐온 률서 진엉의

힐등올 해소시킬수 있는 앙안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만일 .율카 i흩슐

힌다면 핑화에 대한 획양온 무효!Ol 부흩어 를라할 컷이다. 그러나 서구

진영이101흩힐의 협조톨 거혈하고 톨구죠|얼 01 무획를 사용한다면 양대

진염이| 무력를 사용힌다면 양대전열α| 톨형를 초i!ltlt 뿔이다" H. A.R

Gibb. 삐'li，her I‘ lam. Loncbn. 1932. P. 379

합12) Ar nold. J. To~， Civilization. on Trial. London. 1957. PP. 205-29에 s_

01‘。 PP ， 87 -88)

압13) Jωa Cardoza, 37. H. L. R.• P. 279

싫14) Nichols앙，. R. A .• Li'.ary Hi‘’。ry of ,t. Arabs. Cambridg•. P. 1"3.

’--q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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